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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시주거의 상품화와 일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odification and Everyday Life 

in Korean Urban Housing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권 현 아 

지도교수   김 광 현

본 연구는 국내 도시주거가 아파트단지라는 단일 유형으로 확산되어 나타나는 원인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상의 소외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출발하였

다. 이를 위해 도시주거의 상품화라는 관점에서 아파트의 생산과 소비를 바라봄으로써  

한국적 도시주거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도시주거 상품화가 진전

되면서 등장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르페브르를 비롯한 기존 인문사회학 분야의 일상에 대한 담론은 

도시주거와 일상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주었다. 특히 일상은 사회구조

와의 관계를 전제하여야 이해되어질 수 있음에 주목하고 공간 역시 본질적으로 사회적

인 산물로서 그러한 구조적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회구조적인 차원을 

전제한 일상과 도시주거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국내 도시주거가 생산과 

소비의 이념적 근거로 삼고 있는 산업 자본주의와 서구적 합리성에 의한 대량생산 시

스템 그리고 소비 자본주의와 소비문화 및 광고 이데올로기는 사회구조적 전제로서 아

파트 단지의 확산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아파트라는 도시주거 유형을 자본주의라는 사회구조와의 관계를 통

하여 바라봄으로써, 본 연구는 국내의 아파트 확산 현상을 급속한 경제성장, 짧은 시

기 고도의 경제성장 등으로 흔히 일컬어지는 ‘압축적 경제성장’의 결과로 파악하였

다. ‘압축적’이라는 의미는 근대 산업 자본주의와 현대 소비 자본주의가 서구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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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국내에서는 다소 시간적 차이는 있으나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데에 그 

핵심이 있다. 

즉 국내 도시주거는 한국 사회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근대화와 압축성장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영역이 이원화된 채 산업사회와 소

비사회의 메커니즘이 동시적으로 중첩됨으로써 그 보편적 확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와 더불어 한국적 특수한 기업형태인 재벌 그리고 대규모 건설업체는 고도의 

관료제로서 일상의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그 결과 자본주의 논리는 비판의 과정을 거

치지 않은 채 주거유형까지 과도하게 전파된 측면이 있고, 생산과 소비에 내재된 논리

는 일상의 소외 역시 이중적으로 가속화시킨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전제 하에서 도시주거 상품화가 진전되면서 아파트는 브랜드화 단

계로 접어들게 된다. 브랜드는 광고를 중심으로 수요자를 향한 설득과 유혹의 기술로 

소비를 조작하고자 하지만, 브랜드 간 경쟁이 심해질수록 일방적인 기업의 논리를 강

요하기보다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고려가 중요해진다. 즉 브랜드는 비용절감과 이

윤추구라는 자본의 논리와 더불어 수요자 요구의 반영이라는 이중성을 전제로 한 채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소비를 조작해나가는데, 이러한 이중성에 근거하여 아파트 브랜

드는 그 차별화 전략을 구축하며 생산과 소비의 이원화된 시스템을 중재해 나간다.

따라서 국내 브랜드 아파트를 그 차별화 전략에 따라 분석해보면 래미안, 자이, 롯데 

캐슬은 수요자의 요구를 무엇보다 사회적 계층화에 기반한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 구

축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들 브랜드의 사회적 구별짓기와 차이의 욕구에 대한 

자극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가 거주의 개념보다는 투자나 자산증식의 수단으

로 성장해 온 궤도 선상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서열화의 의미 체계

와 장황한 물리적 포장의 노력이 부여된 주거유형이 사실은 대량생산을 위한 가장 표

준적이고 획일적인 따라서 가장 저렴한 물량주의 주거유형이라는 데에 근본적인 모순

이 존재하며, 광고는 이러한 근대적 생산방식을 은폐하기 위한 수많은 조작의 메커니

즘을 작동시킴과 동시에 실제 단지에서는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의 고급화를 통해 광고

의 이미지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단조롭고 경직된 주거공간은 거주자의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을 담

아내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사회적 소통의 관계를 차단한다. 그 결

과 브랜드 아파트라는 도시주거에서 일상은 축소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생산과 공급의 

영역에서 근대의 표준화된 대량생산 주거유형을 현대의 보편적 도시주거 유형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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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킴으로써 변화된 삶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반

면 이러한 근대의 획일적 대량생산방식의 주거유형이 사회적 계층화와 현대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소비조작 방식에서는 일상의 왜곡이 존재한

다. 이러한 특성은 국내 도시주거의 상품화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근대적 

생산방식과 현대적 소비성향의 접점에서 드러나는 일상의 축소와 왜곡 현상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반면 e편한세상은 브랜드 아파트의 일상의 왜곡 현상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며, 기능적 

요구사항을 비롯한 합리적 가치들에 주목한다. 따라서 이미지보다는 실체에 기반한 브

랜드 차별화 전략을 펼치며 교환가치나 기호가치보다 사용가치를 우선한다. 그러나 주

거의 본질적 의미를 편안함, 쉼, 휴식 등으로 제한하고, 광고에서의 노골적이고 직설

적인 비판이 실제 단지계획의 일상의 축소현상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기존 아파트단지의 단조로운 공간특성은 다른 브랜드보다도 더욱 철저히 유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상의 왜곡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을 다시 일상의 

축소에서 찾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이 빈약한 주거복지와 경쟁적인 주거유형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의 상품화에서는 브랜드의 이중성도 적극적인 거주자의 일상과 라이프스타일

에 대한 관심의 반영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채 오히려 또 다른 일상의 소외로 귀결되고 

있었다. 그러나 실체에 기반한 이미지만이 의미가 있음을 제시했던 e편한세상의 광고

는 소비자의 주거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주거 상품화 흐름에서는 결국 향후 도시주거의 잠재적 계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근대건축의 전파과정에서 실체와 이미지가 상호의존하며 근대적 이

념을 확산시켰듯이, 도시주거 상품화 과정 속에서도 실체와 이미지는 상호 영향을 주

고받으며 수요자의 주거의식을 형성하고 이는 미래 도시주거와 일상의 실제적인 변화

와도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 도시주거와 사회구조적 차원의 관계에 기반한 일상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개별적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그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도시주거 상품화에 따른 일상의 소외를 기반

으로, 현대의 변화된 일상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이해로 논의로 진전시켜 나아가야 

하며, 이를 담아내는 주거유형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아

파트와 경쟁할 대안적인 주거유형이 등장하여 광고와 미디어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에

서 실제로 경험가능한 실체로서 빈번히 접촉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주거의식의 지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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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히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며 주거에 대한 바람직한 욕망은 실제적인 주거계획의 

변화로도 이어질 것이다. 

주제어 : 도시주거, 상품화, 브랜드 아파트, 일상, 사회구조, 생산, 소비, 미디어, 

        이미지, 광고 

학  번 : 2007-3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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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아파트단지로 단일화된 국내 도시주거는 한국전쟁 이후 급격한 근대화와 경제성장 시

기를 겪으며 개발과 성장위주의 정책에 의해 좌우된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

해 거주자의 요구사항이나 삶의 방식보다는 자본과 권력의 논리가 우선하여 생활과 공

간사이에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으며 조율과 개선을 거듭해 왔다. 특히 압축적 경제성

장이라는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생산과 공급의 영역에서는 산업사회의 대량생산 노동자 

도시주거라는 물리적 형식을 차용한 반면, 소비와 수요의 영역에서는 복지의 개념보다 

상품으로 거래됨으로써 거주자의 일상은 소외의 기제 안에 놓일 개연성이 높아졌다.   

물리적 측면에서 이러한 아파트라는 독보적 주거유형은 내부 공간에 있어서 거의 동일

한 기능적 공간 모델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치개념에 있어서도 대부분 남향

의 판상형 혹은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획일화된 탑상형 아파트들이 모여 군을 이룬 획

일적 ‘아파트 단지’1 들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 공간을 척박하고 천

1  프랑스 지리학자인 발레리 줄레조는 “아파트 공화국”에서 서울의 주택문화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하루살이에 가깝다고 진단한 바 있는데, 이 저서는 새삼 한국 사회로 하여금 아파트 공화
국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 계기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더 나아가 박인석은 ‘아파트 공화
국’보다 ‘아파트단지 공화국’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며, 아파트가 단독주택 등 
다른 주거 유형에 비해 주택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데는 한국 도시의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정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아파트’ 자체만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환경’에 기인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박인석, “한국 주거 유형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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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일률적으로 환원시키며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를 도시와 주거 공간 황폐화의 주범으

로 빈번히 지목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이면에 감춘 채, 아파트는 그 부동산으로서의 투자 가치에 힘입

어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과시적 이미지를 통해 그 현실을 은폐하고자 한다. 특히 

주거에 대한 복지차원의 정책이 열악한 가운데 국내 경제가 소비사회 국면으로 접어들

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아파트 역시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며 소비사회의 도시의 자

본화와 공간상품화 경향이 주거에도 강하게 반영되어 왔다. 특히 1997년 IMF라는 총

체적 위기로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브랜드 시대의 개막으로 이어지고 도

시주거 상품화는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국내 도시주거는 삶과 거주를 위한 공간이라는 개념보다 재테크나 투기와 같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발전해옴과 동시에 부와 신분을 드러내는 상징적 기호로 인식되

어 왔다. 그 결과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아파트라는 주거 유형이 우리의 일상적 삶

의 토대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주거공간에서 우리의 삶과 일상이 소

외되고 있다면, 일상의 회복은 도시주거의 의미 회복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특히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부동산 투기 

시대의 종식이 회자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투자의 대상으로서의 주택에서 거주를 

위한 장소로서의 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택보급률의 증가

와 인구증가율 감소 등은 주택공급자로 하여금 수요자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요구하며, 관습적인 핵가족의 감소와 1·2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역

시 중대형 평형 위주의 주거 서열화 문화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즉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급의 논리, 투기의 논리보다 개별적 사용자의 삶의 방

식과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와 주거의 단편적 요소들에 대한 물리적 조성 방식에 대한 고민 이전에 도시주거가 담

아내야 할 일상을 논의의 발단으로 삼아야 할 시점에 있다.   

이 - 타운하우스 현상, 의미와 전망”, 공간, 2007년 7월호,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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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구의 목적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 도시주거가 아파트단지라는 단일 유형으로 확

산되어 나타나는 원인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상의 소외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주거의 상품화라는 관점에서 아파트의 생산

과 소비를 바라봄으로써 한국적 도시주거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도시주거 상품화가 진전되면서 등장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르페브르를 비롯한 기존 인문사회학 분야와 건축분야의 일상에 

대한 담론은 도시주거와 일상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주었다. 특히 일

상은 사회구조와의 관계를 전제하여야 이해되어질 수 있음에 주목하고 본질적으로 사

회적인 건축 역시 그러한 구조적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이해하여 사회구조적인 

차원을 전제한 일상으로의 접근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국내 도시주거가 생산과 소비의 이념적 근거로 삼고 있는 산업 자본주의와 서

구적 합리성에 의한 대량생산 시스템 그리고 소비 자본주의의와 소비문화 및 광고 이

데올로기는 사회구조적 전제로서 아파트 단지의 확산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즉 건

축과 도시주거가 단순히 가치중립적이고 중성적인 계획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근대 산업사회와 현대 소비사회의 중첩된 특성은 국내 

도시주거가 기반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전제이며 도시주거 일상의 토대임을 밝힌다.  

즉 국내 도시주거는 한국 사회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근대화와 압축성장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영역이 이원화된 채 산업사회와 소

비사회의 메커니즘이 동시적으로 중첩됨으로써 그 보편적 확산에 이르게 됨을 살펴보

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논리는 비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주거유형까지 

과도하게 전파된 측면이 있고, 생산과 소비의 자본주의 특성에 내재된 논리는 일상의 

소외 역시 이중적으로 가속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근대 이후에는 미디어에 의해 일상의 공간적 범위도 비물질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건축이 미디어와 결합되면서 실체는 이미지와 상호의존

하며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내고 특정한 의식을 전파함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

한 경향은 비단 근대 엘리트 건축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사회에 들어서 대중매체가 발

달하고 상품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이미지와 실체의 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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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성은 현대의 상품화된 도시주거라는 실체와 그 안에 담긴 삶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

수적인 요소가 된다. 

국내 도시주거 상품화는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특성과 이미지와 실체의 관계를 기반으

로 상품화가 진전되면서 아파트 브랜드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브랜드화 단계에서는 

기업이 광고를 중심으로 수요자를 향한 설득과 유혹의 기술로 소비를 조작하고자 하지

만, 브랜드 간 경쟁이 심해질수록 일방적인 기업의 논리를 강요하기보다 수요자의 요

구사항에 대한 고려가 중요해진다. 따라서 브랜드는 비용절감과 이윤추구라는 자본의 

논리와 더불어 수요자 요구의 반영이라는 이중성을 전제로 한 채 더욱 정교한 방식으

로 소비를 조작해나가는데, 그러한 이중성에 근거하여 아파트 브랜드는 그 차별화 전

략을 구축하며 생산과 소비의 이원화된 시스템을 중재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의 광고와 아파트단지 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 브랜드 차별화 전략에 기반하여 미디어가 아파트 단지와 그 안의 거주자

의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유통시키는지 분석해보고 실제 단지계획과 더불어 그 안에 

내재된 브랜드의 이중성과 주거 상품화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광고 이미지

와 아파트단지라는 실체 그리고 이들 상호간의 메커니즘을 통해 도시주거의 상품화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로 대변되는 국내 

도시주거의 일상의 지층에 대한 논의는 비단 소비사회 주거건축 뿐만 아니라 건축 전

반과 관련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5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1 연구의 내용

본 논문은 자본주의의 생산과 소비 영역의 논리와 이미지와 실체의 관계를 기반으로, 

브랜드 차별화 전략을 통해 도시주거를 상품화시키는 국내 브랜드 아파트의 광고와 실

제 단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한국적 도시주거의 특수한 상황과 그에 따라 형성된 일

상의 지층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연구 영역으로 구성된다. 

2 장은 일상의 개념과 층위에 관한 연구로, 특히 일상이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

으며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특성과 결부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일상과 사회구조의 

문제는 이후 국내 도시주거와 일상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토대로서, 이

를 위해 국내 도시주거가 그 이념적 근거로 삼고 있는 산업 자본주의에 기반한 산업사

회와 생산의 합리성 문제 그리고 소비 자본주의에 기반한 소비사회와 소비문화를 구분

하여 다루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근대 이후에는 건축이 미디어와 결합되면서 이미지와 실체의 관계가 중요

하게 대두됨을 밝히고, 특정 이념을 전파하거나 욕망을 생산하는데 있어 이미지와 실

체가 상호 독립적이기 보다는 영향관계를 통한 의존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살펴봄으

로써 이후 논문에서의 일상과 관련된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장은 2장에서 논의한 사회구조와 일상의 관계를 기반으로 국내 도시주거와 일상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기본적인 소외의 논리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1) 생산과 공

급의 영역에서는 산업사회 대량생산 도시주거 유형의 도입을 그리고 (2) 소비와 수요

의 영역에서는 주거의 상품화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 서구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국적 특수성이 결

부되면서, 생산과 소비라는 두 영역의 이원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국내 도시주거 유형

이 어떻게 아파트단지라는 단일유형으로 고착되어 보편적으로 확산되는가를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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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에서는 2장과 3장의 논의를 토대로, 도시주거 상품화가 진전되면서 등장하는 

‘브랜드 아파트’라는 국내의 보편적 도시주거 유형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도시주거 

상품화와 일상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브랜드 아파트는 3장에서 논의한 

생산과 공급 그리고 소비와 수요 측면에서의 이원화된 특성을 브랜드의 이중성을 매개

로 결합시키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브랜드의 이중성에 기반한 수요자의 요구와 일상에 대한 관심이 브랜드 차별화 

전략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지와 더불어, 이미지와 실체의 관계를 

광고와 실제 단지계획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국내 브랜드 아파트라는 상품화 경향에서 

나타나는 일상의 소외 현상과 그 소비조작의 메커니즘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5 장은 결론으로, 앞 장의 논의를 요약함으로써 국내의 브랜드 아파트라는 상품화된 

도시주거에서 담아내는 일상의 지층과 그 의미 그리고 향후 도시주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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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팰리스>등
14편

제2장 도시주거와 일상

제3장 국내 도시주거 유형의 단일성 : 생산과 소비의 이원화

제4장 국내 도시주거 상품화와 일상 : 브랜드 아파트 분석

제5장 결론

대량생산
주거유형

- 아파트 공급대상
- 주거생산방식
- 주거계획 지향가치
- 주거공간특성

- 아파트 소비주체
- 주거소비방식
- 주거선택 지향가치
- 주거문화특성

- 서구적 합리성과 효율적 생산
- 노동의 재생산과 대량생산 주택

- 소비의 재생산과 차이의 욕구
- 미디어와 광고 이데올로기

주거의
상품화

소비와 수요의 영역

아파트 단지의 보편적 확산

도시주거 상품화와 일상

생산과 공급의 영역

사회적 계층화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

생활가치에기반한
브랜드실체프리미엄

아파트단지
래미안 동천
이스트팰리스

일산 자이
위시티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고양 원당
e편한세상

<첨단 디자인>
등 12편

<행복은캐슬로부터>
등 10편

<인공지능주차장>
등 18편

브랜드 차별화 전략을 통한 소비의 조작

삼성 래미안 GS 자이 롯데 캐슬 대림 e편한세상

브랜드의 이중성

생산과 소비의 중재

일상과 사회구조

산업
자본주의와
대량생산

소비
자본주의와
소비문화

일상과 이미지

이미지와 실체의 상호 의존성

- 근대 이후 미디어를 통한 건축의 상품화와 이미지

아파트
브랜드화

TV  광고

실체

이미지

[표 1-1]  연구의 진행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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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의 방법

앞서 논의한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논증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 방

법을 사용하였다. 

일상의 개념과 사회구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2장에서는 주로 인문학과 

건축 분야의 문헌 분석을 통해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1에서는 일상의 개

념과 구조적 층위와 관련하여 주로 르페브르를 비롯한 사회학 분야 담론의 건축학적 

전유를 모색하였으며, 2.2에서는 산업 자본주의와 소비 자본주의의 이념적 특성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2.3에서는 근대 이후 이념의 전파와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와 실체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 미디어와 건축의 관계를 중심으로 건축과 사진 

이미지와 관련된 논의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국내의 대표적 도시주거 유형인 아파트 단지에서 나타나는 일상의 현실을 

진단하기 위해, 2장의 논의를 기반으로 국내 논문과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적 특수

성을 반영하여 각각 생산과 소비의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국내 도시주

거의 기본적인 소외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생산의 관점에서는 [ 아파트 공급대상 

/ 주거생산방식 / 주거계획 지향가치 / 주거공간특성 ]을, 소비의 측면에서는 [ 아파

트 소비주체 / 주거소비방식 / 주거선택 지향가치 / 주거문화특성 ]이라는 틀을 설정

하여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전시켰다. 그리고 이는 상호작용을 통해 맞물리며 아파트 

단지의 보편적 확산의 계기가 된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논의한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의 논리가 브랜드의 이중성을 

토대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국내 브랜드 아파트단지를 통해, 국내의 보편적 도시주거 

유형이 담아내는 일상의 지층과 그 소비조작의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

를 위해 브랜드 아파트의 TV 광고 메시지 분석과 실제 완공된 단지에 대한 분석을 통

하여 일상의 관점에서 아파트가 거주자의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미디어를 통해 유통시

키며 실제 단지에서 구현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광고의 경우에는 국내 대표적 아파트 브랜드 중 그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은 래

미안, 자이, 롯데캐슬, e편한세상이라는 대형 건설회사 브랜드를 그 대상으로 삼았으

며, 자료의 범위는 아파트 브랜드의 최근 약 5년간(2007년 1월 - 2012년 3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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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래미안 자이 롯데 캐슬 e편한세상 합계

광고 편수 14 12 10 18 54

(2007)
<남자친구 초대>

<친구 초대>

<가가자이>

<나눔>

<경관조명>

<스카이 브릿지>

<일산 자이>

<열기구>

<숨바꼭질>

(2008)

<동창>

<집들이>

<엄마>

<아빠>

<쿠킹 클래스>

<작은 음악회>

<강아지>

<꽃길>

<예술>

<비전>

<집안>

<단지>

(2009)

<수영장>

<산책>

<티가든>

<평면>

<에코>

<반포 자이> <동상>

<1층>

<진심의 시세>

<베이크 아웃>

<북극곰>

<10cm>

<에코하우스>

<창호 & 벽체>

(2010)

<래미안에서의 

72시간>

<힐하우스>

<이스트팰리스>

<서교 자이>

<그린 스마트>
<캐슬의 가치>

<EMS>

<광교>

<수납 공간>

<보안 시스템>

<오렌지 서비스>

(2011 이후)
<앞선 아파트>

<첨단 디자인>

<행복은 

캐슬로부터> 

1편과 2편 

(남편/아내 편)

<진심 공모전>

<어린이집>

<인공지능 

주차장>

[표 1-2]  브랜드 아파트 TV 광고 메시지 분석 대상 (2007-2012년)

공중파 TV에서 방영되는 영상 광고를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브랜드 아파트 광고 메시지를 질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해 내용 분석한 후, 

이를 통해 비평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아파트 브

랜드별로 (1) 슬로건, (2) 모델, (3) 헤드라인 (4) 바디카피(voice-over) 등에 대하여 

광고에서 보여주는 내용 그대로 객관적으로 코딩하였으며, 각 브랜드 아파트의 대표적 

광고라고 생각되는 경우, 하나의 광고를 시간경과에 따라 영상이미지와 함께 코딩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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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래미안 자이 롯데 캐슬 e편한세상

분석 대상 단지
래미안 동천 

이스트팰리스

일산 자이

위시티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고양 원당

e편한세상

(참조 TV 광고)
<힐하우스> 편

<이스트팰리스> 편
<일산 자이> 편

<행복은 캐슬로부터>

1편과 2편

<진심 공모전> 편 

등

[표 1-3]  브랜드 아파트 단지 계획 분석 대상

또한 실제 완공된 단지의 분석 대상으로는 최근 각 브랜드에서 대표적 상품으로 광고

하고 있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삼성 래미안은 용인 동천 이스트팰

리스, 자이는 일산 자이 위시티, 롯데 캐슬은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e편한세상의 경

우에는 고양 원당 e편한세상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2  이와 더불어 그 소비

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분양당시의 카탈로그 역시 참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브랜드 아파트의 광고와 광고에서 선전하는 단지를 함께 분석하고 

그 상호적 영향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이미지와 실체의 상호의존성을 통해 아파트라는 

국내 도시주거에서 일상이 소외되는 메커니즘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브랜드

의 이중성에 기반한 수요자의 일상에 대한 관심은 실제적인 수요자의 일상과 요구사항

들에 대한 파악과 분석보다는 광고와 단지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도시주거 상품화 경향에 내재된 사회구조적 차원의 논의로만 한정하고자 한다.   

2  삼성 래미안의 경우,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와 용인 동천 이스트팰리스가 현재 해당 브랜드의 
대표적 단지이며 이 중 광고에서 언급된 동천 래미안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GS 자이의 경
우, 반포 자이와 일산 자이 위시티가 대표적 단지로 언급되며 모두 TV에 광고된 바 있으나 보다 
최근에 완공된 일산 자이 위시티를 그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반포 자이-2009년 입주, 일산 자이 
위시티-2010년 입주).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는 2008년에 입주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과 
2012년의 최근 3편의 광고 모두에서 메인 배경으로 촬영된 단지이기에 이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
하였으며, e편한세상의 경우 광고 캠페인이 특정 단지보다는 아이템별로 진행되고 있어 건설사에
서 추천하는 대표단지(건축기획팀 문의)이자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광고의 배경으로도 등장하는 
단지인 고양 원당 e편한세상을 그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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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시주거와 일상

일반적으로 디자인이 가치중립적이고 해악이 없는 예술 활동으로 생각되는 것과 달리, 

에이드리언 포티는 디자인이 자본주의 역사 안에서 출현했고 산업사회에서 부의 창출

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력을 행사

하는 사회적 관념을 전달하는 매개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텔레비전이나 저널리즘, 광고, (대중)소설이 우리의 정신에 끼치는 폐해에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디자인이 지닌 그와 유사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제

대로 감지하지 못한다. 디자인은 가치중립적이고 해악이 없는 예술 활동과 

거리가 멀다. 또 미디어의 효과가 일시적인 데 반해, 본질적으로 훨씬 더 지

속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디자인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행동해

야 하는지에 관한 생각들을 영구적이고 구체적인 실체의 형태에 투사하기 때

문이다.”3  

디자인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영속적인 기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에이드리언 

포티가 지적하듯 그 생산논리가 지속적으로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디자인을 경제

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러한 관점은, 넓은 의미의 디자인에 포함되는 

건축에서도 역시 유효하다.4  

3  Adrian Forty, Objects of Desire: Design and Society since 1750, London: Thames and 
Hudson 1986, 허보윤 옮김, ‘욕망의 사물, 디자인의 사회사’, 일빛, 2004, p.9.

4  예를 들면 여러 나라와 민족을 정복했던 로마인들의 경우 식민지를 건설할 때 확연한 로마식 
건물을 지어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정착한 로마인들에게 로마와의 유대감을 잊지 않도록 
늘 확인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지배 국가에게는 로마의 법과 통치가 우월하다는 인상을 심어
주고자 하였다. 중세의 수도회 역시 건축의 이러한 측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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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역시 경제적, 사회적 관념의 물질적 실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재생산이자 확

산의 매체이다. 따라서 자율성을 갖는 예술과 달리, 그 시대의 경제 및 사회와 결코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가 서로를 내재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경제

적·사회적 측면을 도외시한 채 건축을 순수한 미학적 구성 원리나 건축가 개인의 건

축관 혹은 취향 등의 관점으로만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5 , 건축에서  ‘제작 

조건’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을 포함하는 디자인은 결코 순수한 작가내면의 예술 활동이 아닌 해당사회

의 여러 체계(system)의 논리 하에서 이루어지며, 완성된 결과물 역시 사람들의 삶과 

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일상에 침투한다. 윈스턴 처칠이 언급한 ‘We shape 

our buildings, thereafter they shape us’(우리는 건물을 만든다, 그리고 그 건물

이 우리를 만든다)라는 표현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도시와 건축의 공간환경은 사

회적 작용의 산물이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된다. 

특히 주거의 경우, 주택이라는 물리적 실체는 일상을 담아내는 토대로서 매일의 일상

적 삶과 가장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계

획 그 자체는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날지 모르나 주거의 형태와 공간은 그 안에서 매일

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주자를 포함하여 넓은 의미의 사용자에게 끊임없이 해당 설계가 

지향했던 사회적 가치와 일상의 논리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건축 디자인의 속성상 물질적 실체는 우리 사회가 

추구했던 관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축 안에 그러한 관념이 내재

되어 나타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 안에 담겨지는 일상 역시 이러한 사회구조와의 관

계를 전제한 후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수도원 건축물은 세속의 흥밋거리보다 수도회의 세계가 더 우월하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으며, 
국가적·정치적 차원으로 연장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수도승과 수도원장들에게 수도회에 충성하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던 것이다. Adrian Forty, Objects of Desire: Design and Society 
since 1750, London: Thames and Hudson 1986, 허보윤 옮김, ‘욕망의 사물, 디자인의 사회
사’, 일빛, 2004, pp.275-277 참조. 기념비적 성격이 강한 건축뿐만 아니라 일상의 건축물들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영향력이 미치는 방식은 유사한 논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5  에이드리언 포티의 ‘욕망의 사물, 디자인의 사회사’ (원제는 'Objects of Desire - Design 
and society since 1750')는 Cameron Books에서 1986년에 출간되었지만 80년에 이미 완성된 
원고였다. 디자인에 관한 그의 주장에 의하면, 건축 역시 건축가나 디자이너에 대한 탐구나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의 분석에 앞서 사회 작용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디자
이너의 역할은 상부구조의 시스템 하에서 어느 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정 디자인을 가능하게 
한 해당 사회의 정치 및 경제 시스템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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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장에서는 도시주거와 일상을 논의하기 위해 우선 일상의 개념과 층위에 대

하여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일상이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지속적인 영향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전제로 하여 국내 도시주거가 기반하는 사회구조 

체계로서 산업 자본주의와 생산의 합리성 문제 그리고 소비 자본주의와 소비문화를 다

루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근대 이후에는 건축이 미디어와 연관되어 하나의 상품으로서 확산되면서 

생산의 범위가 비물질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 나타난다. 즉 엘리트 건축과 대중 건축

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소비를 전제로 하면서, 이미지와 실체는 상호 의존

성에 기반하여 특정한 이념을 전파함을 밝히고자 한다. 즉 사회구조와 더불어 건축과 

소비의 차원에서 미디어와 이미지에 관련된 논의 역시 살펴봄으로써 이후 논문에서의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1 일상의 개념 및 층위

오늘날 학술문헌에서 ‘일상'이라는 개념은, 엘리아스(N. Elias)가 지적하듯 그 의미가 

많은 경우에 비명시적이고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6 , 통상적으로 대

부분의 학문적 연구에서 일상/일상생활(everyday life)은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

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것이며, 친숙한 것”7  혹은 “특별하지도 않고 반복적이며, 

주기적으로 매일 되풀이되는 생활”8  등으로 정의된다.

6  엘리아스는 일상이라는 개념의 다양한 용법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립개념인 
‘비일상’의 의미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엘리아스가 실제로 추적한 개념은 단순히 일
상 그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형성된 관련 개념들, 즉 ‘일상
의식’(Alltagsbewußtsein), ‘일상생활’(Alltagsleben), ‘일상생활세계’(alltägliche Lebenwelt)  
등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상 개념이 지나치게 상이한 의미들을 제시하기도 
하며, 상호 모순적으로 사용되기조차 한다.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민음사, 1998, 
pp.31-33.

7  전남일 외 3인, 주거변화의 일상사적 담론과 한국 주거의 근대화과정,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8호, 2006, p.182.

8  백혜선, 공동주택단지 옥외공간의 일상생활공간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3, 
p.8. 백혜선은 일상생활을 기본적으로 매일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삶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의식적 행위와 우연히 발생하는 무의식적 행위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일련의 
복합체로 파악한다. 사소한 일상생활의 체험과 축적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소하거나 
진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상을 반복적이고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형태의 물리적 공간의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일상적인 생활행위들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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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정의는 일상에 대한 어원과도 관련되는데, 한스 페터 투른(H. P. Thurn)에 

의하면 ‘일상’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카테메란'(καθ'ήμέραυ)과 라틴어 '코

티디아누스'(cotidianus)에서 유래한 것으로 매일 반복적인 것 그리고 이로써 관례화된 

것, 안정화된 것, 습관을 함께 지칭하는 단어로서, 시간적 지속성이라는 양적 속성과 

함께 질적 속성 중 ‘특별하지 않은 것’, ‘범상한 것’, 사회적으로 ‘비천한 것’ 

등을 의미하는 여러 형태의 형용사 분화를 낳기도 하였다.9  그러나 당시의 형이상학

적 철학에 대한 대척점으로 상정된 일상에 대한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도시건

축의 논의에 있어서 삶의 질적 차원 역시 한계를 갖게 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은 일상이 규범화되어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측면에 

더욱 집중하는데, 따라서 차이와 이질적 속성보다는 행위의 동질적 교집합에 더욱 초

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이러한 관점을 그대로 수용할 경

우, 일상이 해당 사회의 체계 안에서 일정한 관계망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

지 않은 채 그 자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즉 흔히 통용되는 일상에 대한 

개념은 현재의 일상이 자본주의와 국가라는 체계에 의해 소외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

다는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비록 일상의 질적 속성에 대한 견해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스 페터 투른이 정

의한 바와 같이 시간적 지속성이라는 측면은 일상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속성 중의 하

나이다. 즉 일상(everyday life)이라는 의미에는 무엇보다 그 ‘빈도’와 ‘지속성’

이라는 시간적 차원이 결부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질적 속성에 대해 더욱 

포괄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면 일상은 “매일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시 ․ 공간”10 이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간적 지속성이라는 층위와 더불어 개별적이고 구체적

인 사건들로 구성된 실제적 경험에 기반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상의 공간적 개념 역시 확장될 필요가 있는데, 근대 이후 현대로 접어들수록 

삶은 단순히 구체적 공간을 담보한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상은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사용과 경험의 차원에 근거하여 최소한 이를 기반으로 작동해야 

하겠지만, 자본주의와 기술 그리고 미디어의 발달 등에 의해 실제적 공간 및 사용과 

관계없는 다양한 관념과 상징 및 기호들 역시 일상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향은 심

는 입장이다. 

9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민음사, 1998, p.31 참조.

10  이화룡, 현대 건축에서의 일상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17 n.7(통권 153호), 
2001,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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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할 사실은 일상의 외현화된 모습이 명확하게 인지

되는 개별적인 순간들의 변수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과 더불어 그 저변에 비가시적인 

사회구조의 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드러난다는 점이다. 

사실 일상 자체의 의미 역시 역사적으로 시기에 따라 다양한 체계 및 이데올로기의 지

배하에 변화하여 왔다. 예를 들어 서구에서 일상생활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

지를 고찰한 굴드너(A. Gouldner)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일상생활의 의미

는 크게 두 가지로 대립하였다. 하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 철학자들에게서 보이는 

견해로, 이들에 따르면 보다 반성적이며 합리적인 관심으로 특징지어지는 철학적인 생

활과 달리 인간실존의 통상적인 양식으로서의 일상생활은 부, 명예, 세속적인 사랑 등 

낮은 가치의 것들을 추구하는 데 몰두해 있는 영역으로써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른 하나는 극작가 에우리피데스와 같은 예술가들에게서 발견되는 견해로, 일상생활

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즉 일상생활을 보통 사람들의 생활에 결부시킴

으로써 영웅의 생활, 엘리트의 생활과 대조시켜, 인간적인 것의 의미가 일상생활 내부

에 있지 그것을 초월하여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후 일상생활의 의미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이중적인 특징을 지니게 된다. 기독교

에서는 이 세상의 일상생활을 영적인 생활과 반대되는 속된 영역, 일시적인 생활, 영

생을 기다리는 생활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천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이고 부

차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이와 동시에 기독교적인 사랑의 의무가 마

땅히 실천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간주함으로써 승화된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후 계몽주의의 등장 및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은 대중의 일상생활의 긍정적인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기독교적인 성(聖)의 개념은 차츰 약화되었고 행복

은 일상생활에서 가능하며 일상생활이야말로 지고의 영역이라고 선포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신분제사회가 붕괴되면서 특정한 신분에 속하지 않았던 보통 사람의 일상생활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1  

이와 같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일상의 개념 변화는 일상이 자율적 영역이기 보다 사회

구조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영역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거라는 시설에 대한 논의

11  A. Gouldner, "Sociology and Everyday Life", The Idea of Social Structure, edited by L. 
A. Coser, N.Y. :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5, p.418.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민음
사, 1998, pp.36-3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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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발을 일상으로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지만, 일상이라는 개념의 경계는 

확장되어야 하며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은 고유 불변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회의 다양

한 체계 및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변화하는 유동적인 현상임을 고려해야 

한다.

흔히 정치 체제나 경제 질서와 같은 거대 사회 체계에 관한 분석은 거시적 영역으로 

파악하고 그날그날의 일상적 행동을 연구하는 것은 미시적 영역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양자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미시적 방식은 더 넓은 제도적 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12 , 현재의 일상적 삶을 이해

하려 한다면 제도적 배경에 대한 거시적 분석은 필수적이다. 현대에 들어서 일상에 새

롭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거대담론에 대한 ‘저항’ 혹은 ‘보완’의 의미로, 일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삶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함에 있지만, 

이 경우에도 미시적 차원의 강조는 거시적 차원과의 균형 속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social structure)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맥락이 사건이나 행

위들의 무작위적인 나열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과 타인과 맺

고 있는 관계 속에는 규칙성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 구조는 인간의 행

위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물과 같은 물리적 구조가 아니며13 , 따라서 일상

을 논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사실 일상생활의 총체적 문제에 대해 학문적 수준의 체계적 연구가 시작된 것도 세계

대전과 전체주의 체제 등 사회 구조적 차원의 변화를 겪은 이후였다. 즉 20세기 전반

기에 발생한 세계대전과 전체주의 체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총체적으로 파괴되는 것

을 인류가 경험하였던 사실은 일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

던 것이다.14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로는 앙리 르페브르가 대표적인데15 , 르페브르 역시 제2차 세계

12  이 사실은 중세 문화권에서의 일상적 삶과 산업화된 도시에서의 일상적 삶을 비교해 보면 더
욱 명확해진다. Anthony Giddens, Sociology (6th edition), 2009, 김미숙 외 6인 옮김, 현대 사
회학, 을유문화사, 2011, p.43 참조

13  Anthony Giddens, Sociology (6th edition), 2009, 김미숙 외 6인 옮김, 현대 사회학, 을유문
화사, 2011, p.27.

14  이는 서구의 발전 모델이 더 이상 보편성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발전’과 
‘미래’를 위해 현재적 삶이 더 이상 희생될 수도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15  르페브르는 마르크스주의적 이론 전통에서 일상생활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인물
로, 마르크스주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일상생활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인식, 즉 일상생활 비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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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종전으로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해방된 직후인 1946년에 ‘일상생활 비

판’(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제1권을 ‘서론’이라는 부제로 출간하였다.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이론적 전통 위에 정치적인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다. 이후 1961년에 ‘일상생활 비판’ 제2권이 ‘일상성의 사회학의 기초들’이라는 

부제로16 , 그리고 1968년에 ‘일상생활 비판’의 현대에서의 조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세계의 일상성’(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rderne)이라는 단행

본 등을 통하여 일상생활과 일상성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르페브르의 일상성 연구 역시 무엇보다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일상을 조망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개인의 일상이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 전

체의 압축된 상징 혹은 사회 전체와 그 개인과의 변증법적인 관계의 표현이라고 할 

때, 어떠한 일상의 연구도 사회 전체의 조망 없이는 실태의 참된 모습을 포착할 수 없

기 때문이다.17  따라서 일상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 전체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한다. 

“사회 전체의 인식 없이는 일상성에 대한 인식은 없다. 일상성과 사회 전체

의 비판 없이는, 그리고 그들 상호간의 비판 없이는 일상생활에 대한 인식도, 

사회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사회 전체 속에서의 일상생활의 상황에 대한 인

식도 할 수 없는 것이다.”18 

이와 같은 관점에서 르페브르는 1960년대 전후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대인의 구체적 

삶이 기술문명과 소비적 특성에 의하여 끊임없이 소외당하고 불만에 빠져 있는 상태를 

포착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19 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새로운 형태의 

으로 파악하였다. 즉 르페브르는 일상성 속에 존재하여 일상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소외 현상의 발
견과 그것의 바판적인 극복에 특별히 몰두하였는데, 그것은 실천적인 관심 위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다.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민음사, 1998, p.52. 

16  1981년에는 ‘현대성에서 모더니즘으로(일상성의 메타 철학을 위하여)’라는 부제로 ‘일상
생활 비판’ 제3권이 간행된다. 제3권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지속 및 그 단절을 추적하고 있다. 

17  박재환,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조명”, in: 미셸 마페졸리·앙리 르페브르 외 지음,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엮음,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pp.39-40.

18  H. Lefebvre,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t.2, L'Arche Editeur, 1961, p.17. 박재환,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조명”, in: 미셸 마페졸리·앙리 르페브르 외 지음, 박재환, 일상
성·일상생활연구회 엮음,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p.32에서 재인용

19  국가에 의한 일상생활의 왜곡이라는 문제가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직접적인 계기는 20
세기에 들어와서 겪게 된 전체주의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었다. 히틀러의 나치즘 아래에서는 초인
의 위대성이 강조된 반면 일반국민들의 일상생활은 여지없이 평가절하 되었다. 국민의 일상생활은 
오직 ‘위대한’ 제국의 이름 아래 행해지는 선전과 동원의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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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현상을 지적하기 시작했는데 자본주의 하에서의 경제적 소외라는 관점 외에 국가

를 통한 소외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소외라는 관점도 요청된다고 보았다.20   국가와 

자본가는 노동의 안정적 재생산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의 일치를 보일 뿐만 아니라, 

자본가의 이윤은 곧 국가의 이윤과도 결부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및 행정체계가 긴밀히 결합한 채 일상생활 곳곳에서 우리의 삶을 식민화시킬 개연성이 

높다.21  

따라서 자본주의 도시공간에서 사물들의 공간적 관계와 장소는 인간적 관계와 삶의 터

전이기보다 자본축적과 권력 유지를 위한 장으로 규정되며 소외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본축적을 위한 메커니즘은 역사적 공간이거나 한 때 인간 생활의 터전으로 구축되었

던 공간을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공간으로 끊임없이 대체하고자 하

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인간의 삶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들보다 자본축

적과 권력강화를 위해 재편된 공간적 질서가 삶의 공간을 지배하는 현상은 이미 만연

해 있다. 

“주택은 인간의 삶을 위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재산을 저장하고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도로는 사람들의 보행이 아니라 값비싼 자동차의 

주행을 위해 설계되고 건설된다. 도시의 문화와 예술은 역사적 전통의 계승

이나 인간의 심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과 도시 이미지의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된다.”22  

자본과 권력의 식민지로 전락한 공간에서 사물들은 인간적 관계에 따라 편성되지 않으

며 공간적 질서는 자본과 권력의 논리에 따라 재구성되고 인간의 삶과 사물의 존재방

식 역시 이에 따라 규정되고 있다는 비판 역시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23  공간의 사회

에 의한 일상생활의 유린도 언제나 가능한 일이었다. 서구 사회에서는 한편으로는 파시즘의 경험
이라는 역사적인 교훈과 볼셰비키 혁명 이후의 소련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등으로 인하여 국가 
중심주의의 위험에 대한 경계가 철저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장)국가 혹은 
복지국가라는 이념이 광범위하게 채택되면서 시민생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느 정도 
정당화되기도 하였다. 초기 자본주의에서와는 달리 자본주의가 이처럼 ‘복지 자본주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을 르페브르는 20세기의 커다란 패러독스 가운데 하나라고 묘사하였다. 강수택, 일상
생활의 패러다임, 민음사, 1998, pp.263-264 참조.

20  경제-행정 체계의 복합체가 성장하면서 체계에 의한 일상의 소외가 이루어지는 양상에 대해
서는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의 식민화’ 개념 참조.

21  각종 도시계획 및 개발 사업 등에서도 국가와 자본가의 이해에 지배당하면서 생활세계가 식
민화되는 사례들이 빈번히 나타난다.

22  최병두, 도시 공간의 미로 속에서, 한울 아카데미, 2009, p.14.

23  최병두, 도시 공간의 미로 속에서, 한울 아카데미, 2009, pp.1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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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생산을 주창한 르페브르가 공간은 정치적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공간의 형태는 자본과 권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생산되고 정치적 기능을 수

행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즉 르페브르에 따르면 공간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사회적 산

물”(social product)24 이며, 공간은 중립적인 범주이거나 객관적이고 순진한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성물로서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실천을 통해 구현된다는 것이다. 이

는 에이드리언 포티가 말한 디자인과 사회적 관념과의 관계와도 상통하며, 특히 근대 

이후 공간은 무엇보다 자본주의의 산물로서 자본의 논리가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일상이 해당 시대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을 맺음과 동시에, 그 안에는 잠재적이

고 인간적인 가치 자체도 내재되어 있으며 이 역시 고유하고 지속적인 진정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즉 일상은 특히 자본주의에 의한 “반복적

이며 지루한 일상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동시에 잠재적으로 새로우며 자유롭고 해방

적”25 이기도 한 이중적 속성을 포괄하는데26 ,  이는 기본적으로 일상 안에 자본주의

와 같은 사회구조적 소외뿐만 아니라 삶의 진정성과 의미 역시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

이다.27  

일상에 내재하는 자유롭고 해방적인 차원의 긍정적인 함의를 강조하는 관점 이면에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획일주의에 대항하여, 개별적 삶의 구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저

항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동일성과 전체로서의 추상적 삶이 아닌 

24  Henry Lefebvre, trans. Donald Nicholson-Smith,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 
Blackwell, 1991, p.26.

25  Tom Avermaete, Klaske Havik and Hans Teerds (ed.), OASE #77 : Into the open, NAi 
Publishers, winter 2008, p.60.

26  라리브 데삐나이(Christian Lalive d'Epinay) 역시 일상은 반복적이고 예견할 수 있으며 진부
하고 이미 알려진 ‘상궤의 영역’과 독특하고 예견할 수 없고 특별히 주목되는 미지의 ‘사건의 
영역’이 변증법적으로 경험되는 장소라는 이중성에 주목한다. C. Lalive D'Epinay, "La vie 
quotidienne, Essai de construction d'un concept sociologique et anthropologique", Cahiers 
Internationaux de Sociologie, vol. L X X IV, 1983, pp.13-36. 박재환,  “일상생활에 대한 사
회학적 조명”, in: 미셸 마페졸리·앙리 르페브르 외 지음,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엮
음,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1994, p.28에서 재인용.

27  그러나 마페졸리(M. Maffesoli)의 긍정적인 일상에 대한 관점과는 거리를 두고자 한다. 마페졸
리는 대중의 현재적 삶의 건강성을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전제도 받아들이지 않고 먼저 받아들여
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논리 하에 일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박재환,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조명”, in: 미셸 마페졸리 · 앙리 르페브르 외 지음, 박재환 · 일상성·일상생
활연구회 엮음,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1994, pp.35-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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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이고 다양하며 구체적인 삶에 대한 관심의 표현인 것이다. 

‘일상성’에 의해 일상생활이 규정된다고 보는 르페브르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 속에 내재하는 이중성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

상성 속에는 욕구와 소망,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 경박

한 것과 진지한 것, 노동과 여가시간, 소외와 소외로부터의 해방 등 양자 사이의 변증

법적 모순들이 다양한 형태로 숨어”28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본질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증법적인 모순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

기 때문이다.

나아가 르페브르는 ‘현대세계의 일상성’(1968)에서 문화혁명론을 주창하며, 일상성

-축제성의 대립을 극복하여 훨씬 확대된 형태로 축제를 되찾고, 일상에서 축제로의 

이동을 도시사회에 의해 그리고 도시사회 속에서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

때의 축제성 역시 혁명적 저항 이전에 사회구조에 종속되지 않는 일상의 자유롭고 해

방적인 측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르페브르가 비난하는 일상성에는 그 앞에 

‘자본주의의’라는 수식어가 생략된 채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일상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상은 단지 평범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내재되어 

있는 영역”(rather it is the site that contains the extraordinary within the 

ordinary)29 이며, 그 안에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의한 일상성과 본질적으로 자율적

이고 창의적인 비일상성 및 축제성이 모두 녹아있다고 볼 수 있다.30   

이러한 논의는 사회학이 창시되던 시점부터 내려오는, 그러나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구조-행위’의 이론적 딜레마와도 상통한다. 사회 구조와 인간 행위에 관한 논쟁

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 자신의 삶의 조건을 능동적으로 통제하는 창조적 행위

28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민음사, 1998, p.51.

29  Till, Jeremy, Architecture depends, MIT Press, 2009, p.139.

30  르페브르가 기대고 있는 마르크스주의 역시 이와 같은 이중성을 드러낸다. 즉 구조주의적 마
르크스주의의 경우 구조적 변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구조의 우위성을 주장
한다. 따라서 개인의 변혁 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휴머니즘
적 마르크스주의는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인간주체의 사회적 변혁능력을 강조한다. 인
간주체의 사회 변혁능력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사회변혁을 통해 모든 사회적 억압을 제거할 수 있
을 것이라는 역사주의적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조주의의 과도한 보편화는 사회의 역
사성을 숨기고, 인간주의의 과도한 역사화는 다양한 역사에서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억압의 현실
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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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지 혹은 우리 행위의 대부분은 우리의 통제 외부에 있는 일반적인 사회적 힘들의 

결과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사실 사회는 단일한 각 개인에게는 외재적이지만, 그 정의상 집단의 모든 개인들에게 

물리적 세계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외재적일 수는 없다. 이는 다시 말하면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이 ‘사회적 사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을 강

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

실이다. 즉 인간으로써 우리는 주변 사건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선택을 한다.31  

“비록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지만, 우리 

중 누구의 행동도 단순히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

는다. 우리는 자신만의 개성을 소유하고 창조해 낸다. (...) 우리의 행위는 우

리를 둘러싼 사회를 구조화시키고 동시에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다.”32 

따라서 인간 사회는 언제나 ‘구조화’(structuration)의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 사회는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인간들에 의해 매순간 재편되며, 사람들은 고립된 

개인으로 살지도 국민 국가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 삶을 살지도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에서의 구조와 행위의 관계는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이 

산업화 이전 시기의 유럽경제사를 서술하기 위하여, ‘시장경제’의 상부에는 ‘자본

주의’, 하부에는 ‘물질문명 혹은 물질생활’을 상정한 삼분법적 도식과도 유사하다. 

즉 언제나 상부는 하부와 함께 공존하되 그 각각이 가지는 크기의 비율이 끊임없이 변

화해왔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1층이 증가하면 2층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본래부터 경

계가 확실하지 않은 채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이다.33  

31  다시 말해 ‘구조’와 ‘행위’는 필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 공동체 또는 집
단은 사람들이 일정하게 그리고 명백히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할 경우에만 ‘구조’를 갖는
다는 것이다. 구조적 속성은 개인이 그 법칙을 따르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앤소니 기든
스(Anthony Gieddens)가 말하는 ‘구조화’의 개념을 통해 서로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다. 
Anthony Giddens, Sociology (6th edition), 2009, 김미숙 외 6인 옮김,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2011, pp.93-96 참조.

32  Anthony Giddens, Sociology (6th edition), 2009, 김미숙 외 6인 옮김, 현대 사회학, 을유문
화사, 2011, p.27.

33  그리고 이러한 상층과 하층의 공존은 일종의 변증법을 요구한다. Fernand Braudel, 
Civilisation matérielle, économie et capitalisme, XVe-XVIIIe siècle : Tome 1. Les structures 
du quotidien : Le possible et l'impossible, Armand Colin Editeur, 1986, 주경철 옮김, 물질문
명과 자본주의 I-1 - 일상생활의 구조 上, 까치글방, 1997, pp.17-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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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하에서의 일상의 소외 역시 동일한 메커니즘 선상에서 이해 가능하다. 즉 르

페브르가 비난하는 ‘일상성’은 이러한 상부 자본주의의 강제 혹은 조작의 층위가 

비대해지면서 하부의 인간적이고 창조적인 층위가 빈약해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상이라는 개념의 질적 속성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다양한 층위를 

갖는 폭넓은 범위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본질적으로 사회구조적 차원과 관

련을 맺으며 특정 시점에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러한 일상이 해

당 사회에서 요구되는 일상에 대한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혹은 과도한 강제와 조작

으로 인간적 층위를 억압할 때 소외의 형식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는 개별적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그 잠재적 가능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보

다 국내 도시주거와 사회구조적 차원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그러한 메커니

즘 상에서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일상적 삶을 바라보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자 한다.       

2.2 일상과 사회구조 : 국내 도시주거의 이념적 근거

인간의 삶을 담아내야 한다는 건축의 근원적인 목적을 생각하면, 건축이 사람들의 일

상적 삶을 담아내고 그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사용과 경험의 차원을 고려해야 함은 당

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일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시대의 체계 및 이데올로기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본의 논리와 메커니즘에 의해 억압과 

소외의 기제 안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2절에서는 국내 도시주거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사회구조의 이념적 특성

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2.2.1절에서는 획일적인 주택을 양산하는 근

대적 대량생산 시스템을 그리고 2.2.2절에서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소비사회

적 특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국내 도시주거와 일상이 기대고 있는 사회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2.1 산업 자본주의와 대량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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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방식에서의 혁명으로 인한 근대 산업 자본주의는 효율적 생산을 위한 서구적 합리

성 개념을 통해 표준화와 경제성과 같은 대량생산의 기본원리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산업사회가 기반하는 이념과 사회구조는 비단 공장에서의 제품 생산 과정을 넘어서서 

도시와 주거 공간의 생산에도 도입되면서 도시주거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도 전

반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표준화된 대량생산이라는 포디즘적 방식으로 생산된 도시주거는 합리적 이성을 갖는 

인간과 그 기술을 일치시킴으로서, 거주자의 구체적이고 다채로운 생활까지도 보편적

인 방식으로 표준화시키며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갖는 개인은 대량생산된 표준화된 

제품을 당연히 필요로 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대상으로 가정된다.   

2.2.1.1 서구적 합리성과 효율적 생산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물건을 ‘생산’하는 새로운 방식이 자리한다. 생산력

은 기계화에 의해 향상되었는데, 증기력은 인간의 한계 이상으로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다. 그리고 일단 산업혁명이 발생하자 발명이 개선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혁

명은 확장되었으며, 방대한 양의 물건들을 능률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34  

사실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삶을 가장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계기는 산업혁명에 의한 산

업 자본주의의 대두였고, 이는 진실로 혁명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삶을 근본

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산업혁명은 강력한 경제적 근거에 기초한 혁명으로서 공장과 

기계 그리고 노동 분업 등의 효율적 시스템에 의한 대량생산과 대량유통 및 대량소비

는 사회구조와 일상생활의 패턴을 광범위하게 바꾸어 놓았다.35  

34  Yeong-Hyun Kim·John Rennie Short, Cities and Economies, Routledge, 2008, 
pp.28-29.

35  산업혁명이란 일반적으로는 18세기 중반부터 영국에서 진행된 일련의 기술혁신과 그것으로 
인한 생산력의 증대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리킨다. 에너지의 혁명, 기계의 발명과 기술혁신이 
어우러져 발생한 생산양식의 변화와 사회·경제 구조상의 변혁을 말하는데, 이는 사회의 성격을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시켰으며, 사회구성을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으로 변화시켰다. 이
러한 기술혁신은 산업과 사회구조는 물론 일상생활의 조건까지도 변화시켰다. 필요한 동력을 사람
이나 동물의 근력에 의존하는 대신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통해 얻게 되자 생산양식이 
변화하고 생산력은 증대하게 되었다. 교통수단도 발달하여 간선도로, 운하, 철도, 증기선 등은 물
자와 사람의 이동을 촉진했다. 이동시간의 단축은 도시 면적의 팽창을 가능하게 했고, 교외의 주
거지에서 도심의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생활패턴으로 바뀌었다. 최병두,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2002, p.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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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으로 인해 직주분리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들의 주거지와 

떨어진 다른 지역의 공장 등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며, 통근이라는 새로운 일상이 생겨

났다.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분리되면서 사람들은 일자리가 있는 공장 주변 등으로 

모여들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도시화는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도시에는 공장지구, 

주거지구, 상업지구 등의 새로운 종류의 구역들이 세분되며 등장하였다. 

시간 개념에서도 전례 없는 변화가 나타났는데, 농경사회에서는 태양과 계절을 기준삼

아 시간 활용이 비교적 자연스러웠던 반면 공장의 근무일은 뚜렷한 시간 단위 혹은 

‘근무시간’으로 계획되었다.36  기계적인 시계가 그 정확성을 기준으로 하루를 더 

세분함으로써 시간에 대해 생각하고 시간을 분배하는 방식, 나아가 일의 속성 그리고 

삶의 속성까지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제 일주일을 주기로 반복되는 요일과 24시간

으로 균질하게 분절된 하루 내에서 시간의 경계는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으로 분명히 

구분 지워졌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모든 변화의 근원에는 서구

적 ‘합리성’이라는 이념이 존재한다.  

흔히 말하듯이 근대는 ‘이성’(reason)의 시대이며, 어떤 것이든 ‘이유’(reason)

가 있어야 받아들여지는 시대, 그래서 ‘합리적’(rational)이라고 불리는 시대이다. 

이를 어원학적으로 살펴보면 ‘합리성’(rationality)의 어원이 되는 라티오(ratio)는 

원래 ‘비’(比)를 뜻하는 말이었다. 즉 서양의 ‘이성’이란 원래부터 ‘비’나 

‘수’, 즉 계산과 결부된 것이라 할 수 있다.37  물론 이는 합리성의 절대적 관념이

라기보다는 ‘서양에 고유한’ 이성 혹은 합리성의 관념에 불과하다고 해야 할 것이

나, 서구사회의 막강한 영향력에 힘입어 그 의미 자체도 일반화되어 왔다. 

그리고 어원학적 의미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근대적 합리성에 관한 정의를 관통하는 

개념은 ‘계산가능성’(calculability)이다.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예측하고

자 했던 것이 근대과학이라면, 과학을 통해 신이나 신비적인 것을 계산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자 했던 것이 근대적 이성이었고, 계산을 통해 삶의 방식을 통제하고자 했던 것

이 ‘근대적 생활방식’이었기 때문이다.38 

36  20세기 전환기 프레드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는 근무 시간을 더욱 능률적으로 강도 높게 
활용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작업을 할 때 각각의 노동에 대한 시간을 배정하고 기준을 설정함
으로써, 노동분배를 시간분배로 연장시켰다. 

37  이진경, 근대사회와 모더니티, in: 이진경 편저, 모더니티의 지층들, 그린비, 2010, pp.13-18 
참조.

38  그 결과 계산불가능한 것을 사고나 행동에서 처음부터 ‘불합리한 것’으로 배제하려 들게 
되고, 합리성을 위해서 그러한 불합리한 것들을 제거하고자 한다. 따라서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곧
게 펴서 합리적으로 번호를 붙여 배열된 도로로 바뀌어야 하고, 갯벌의 생명체나 숲 속 나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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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이러한 ‘계산가능성’은 상품의 생산과 교환을 통해 특히 

화폐를 매개로 하는 경제적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근대 서구적 합리성과 

그 본질인 효율성(efficiency)은 20세기의 대표 이데올로기로써, 그 근원은 산업 생산

에 있어서 시간을 절약하고 능률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 과정에서의 시간과 노력을 최

소화하고자 한 미국 경제 이념에서 출발한다. 기본적으로 ‘시간은 돈이다’라는 이러

한 의식은 프레드릭 테일러(Frederick Taylor)와 헨리 포드(Henry Ford)라는 2명의 

미국인에 의해 각각 소위 테일러리즘(Taylorism)과 포디즘(Fordism)으로 구현된

다.39  

과학적 관리이론 역사의 시작은 테일러가 공장작업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한 1880년대

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쓸데없는 동작, 그릇된 방향으로 노력을 쏟아 붓는 일, 잘

못 디자인된 공구나 설비가 노동자들이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

아차렸다. 만약 이러한 방해요인들을 제거하고 노동자들을 최고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교육한다면 생산량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테일러는 각각의 일에 최적의 방법이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관리자의 임무는 

바로 그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작업 수행 시간을 측정, 기록하고 그것으로 표

준 속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테일러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노동과정이 

각 단계별로 나뉠 필요 즉 분업화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테일러 시스템은 각 노

동자가 자기가 맡은 단계의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고 테일러는 한 

노동자가 너무 많은 종류의 일을 하게 될 경우 어느 일도 최고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그는 1911년도의 저서인 ‘과학적 관리의 원리’(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에서 효율적 생산을 위한 합리적 관리 시스템

을 주장한다. 즉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단위 시간당 작업 효율을 최대화할 것을 제안

하는데, 이를 위해 노동자의 동선 연구와 작업 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동작에 소요되는 

시간을 체계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노동의 표준량을 설정해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

하는 방식을 고안한다.

생명은 계산불가능한 가치 그대로는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조차 경제적 이
득과 비교되어 계산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이진경, 근대사회와 모더니티, in: 이진경 편저, 모
더니티의 지층들, 그린비, 2010, p.17, 42.

39  이러한 관리이론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후에 유럽으로 전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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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테일러리즘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생산의 효율성은 노동체제의 몇 가지 근본적 

혁신을 전제로 하였다. 우선 노동 과정에 있어서 그 동안 통합되어 있던 구상과 실행

을 분리시킴으로서 구상 기능을 관리자층의 재량 하에 두어 노동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였다. 또한 단순한 작업조차 보다 단순한 요소로 세분화해 각 단계별로 정교하

게 시간을 할당해 최대한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관리 시스템 하에서 관리자는 작업을 

계획하고 최대한 능률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노동자에게 정확히 보여줄 수 있었다. 

따라서 노동자는 기존처럼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한 사고 기능을 박탈당한 채, 노동은 

가치화되었으며 오직 기계처럼 효율성으로 평가되었다. 

자동차 공업의 선두 주자 헨리 포드는 이러한 테일러리즘의 노동 표준화와 세분화의 

과학적 관리법을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강력한 정확도와 신속성을 가미시킬 수 없을까

를 고민하게 된다. 이미 1908년에 세계 최초로 대량생산 대중차인 ‘T형 포

드’(Model T)를 제작하기 시작한 그는 컨베이어 시스템의 어셈블리 라인을 도입하기

에 이른다. ‘각 작업이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완료되며, 동시에 운반된다’는 포

드 시스템의 동시 관리 방식은 기존의 테일러리즘에서 있었던 노동자들의 속도의 차이

를 줄이고 보다 빠르게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다.

즉 포드주의는 테일러주의적인 구상과 실행의 분리 및 직무의 세분화에 덧붙여 부품의 

표준화와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이동식 생산 공정을 도입하여 이를 결합한 생산 방

식으로, 가장 주요한 혁신은 컨베이어 벨트라는 이동식 조립라인이었다.40  이제 노동

자들이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부품을 운반해 조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라인을 따라 각

각 세분화된 위치에서 부품이 추가되며 작업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

것은 온갖 종류의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매우 빠르게 진행시켰고 당연히 비용

을 절감시켰다.41 

포드주의의 이러한 방식은 매우 절대적인 관리 시스템이었다. 왜냐하면 작업을 위한 

이동식 라인을 위해 모든 생산단계마다 정교하게 시간이 정해지고 생산단계가 연계적

으로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 ‘라인’이 작업의 속도와 콘텐츠를 규정했다. 

40  자동차는 단연 당시까지 고안된 가장 복잡한 소비제품이었으며, 초기의 자동차는 능률적으로 
대량생산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때 포드와 그의 동료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을 완전히 바
꾸어 놓았다. 그들은 도살된 고기가 고리에 걸린 채 이동해 단계별로 세척되고 손질되는 정육공장
의 모델과 같은 초기 식품산업 모델에 착안한 바 있다. 

41  T형 포드(Model T)의 가격은 1909년 950달러에서 1916년 360달러로 떨어졌다. 이동식 조
립라인은 전례가 없는 방법으로 공장 작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의 제조업체들은 조직 
시스템 전체를 위해 포디스무스(Fordismus) 혹은 포드주의(fordism)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27

작업은 이전보다 더욱 엄격히 조직화, 전문화되었다. 찰리 채플린이 1936년‘모던 타

임즈’(Modern Times)라는 영화에서 풍자한 것이 바로 이러한 포드 시스템 고유의 

매우 엄격하고 꼼꼼한 관리 시스템이다. 

“자본주의는 시간당으로 임금을 지불한다. 따라서 일하는 시간에 사람을 놀

린다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말했다. ‘시간은 

돈이다.’ 테일러가 시간 관리를 통해서 치밀하게 시간을 아끼려고 했던 것

도 동일한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테일러 당시부터 노동자의 저

항 앞에서 무력했고, 쉽게 무효화되었다. 벌금과 체벌이 시간을 강제하는 유

일한 외적 장치였다. 자본가가 노동자의 동작과 노동의 속도를 장악할 수 있

었던 것은 노동자들의 작업을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일관 공정으로 배

열하면서부터였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노동이 배치됨에 따라 이제 노동은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이제는 자본가가 아니라, 바로 

다음 공정을 받은 노동자가 느린 동작을 비난하게 된다. (...) 신체의 리듬 

혹은 신체의 시간, 그것은 이제 변함없이 속도만을 달리할 뿐인 기계의 박자

로 대체된 것이다.”42 

서구적 합리성 이념은 노동자들의 숙련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노동도 기계와 같이 

정형화시켜 일정하고 동일하게 발휘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근대적 시간 개념

과 강력히 결부되면서 노동을 구체적인 내용과 관계없이 추상적인 양으로 파악되게 하

였다. 그리고 이는 과학, 효율성, 합리성 등의 미명 하에 과거 노동자 개인의 창의성

과 의욕에 좌우되던 작업관리를 대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서구적 합리성은 다양한 개념들을 추상적인 양적 속성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이를 넘어서는 가치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계산가능성에 기반하여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속성 역시 화폐라는 일원화된 가치에 의지함으

로써 역설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한 합리성을 강요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대사회

에서 합리성이란 다분히 자의적 개념으로 권력과 자본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성에 의지하여 억압된 사회의 해방을 추구해왔지만 오히려 도구적 이성에 의해 인간

의 소외를 재생산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서구적 합리성에 기반한 포디즘적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은 표준화된 대량생산 

즉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제조된 동일한 상품을 그 특징으로 함으로써, 

42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2002,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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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역시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개인으로 상정되기보다는 표준화된 바로 그 

제품을 필요로 하거나 욕망하는 대상으로서만 가정되었다. 따라서 기술적 혁신은 제조

과정에서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었으며, 소비자의 

선호나 취향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의 수용 등은 생산과정의 고려사항에서 제외되었다.  

 

2.2.1.2 노동의 재생산과 대량생산 주택

서구적 합리성과 생산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시화의 접점

에는 노동자 계급의 주택문제가 자리한다. 산업사회에서 도시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

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이며, 노동력이 매일 신선하게 팔릴 수 있도록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주택, 병원, 사회 서비스, 학교, 레저시설, 문화시설 등을 소비함에 의해 가

능하다. 

이러한 소비활동은 단순히 생산물을 소비함으로써 끝나지 않으며 의식주 및 여가활동

과 관련된 각종 상품 및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소모된 노동력을 재충전해서 앞으로의 

생산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43  이 중 주택은 대표적인 공공재(public 

goods) 혹은 집합적 소비재(collective consumption goods)의 성격을 띠면서 국가관

리와 도시계획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44 

주택문제는 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한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산업

화에 따라 도시에 공장들이 들어서고 노동자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들면서 발생하

기 시작하는 도시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형식이 

등장한 것도 바로 이 산업혁명 이후인데,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급격하게 유입된 도

시 노동자로 인해 부족한 노동자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부유 지주들은 도시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라는 명목 하에 열악한 조건의 주택을 양산하기 시작한다.

당시 양산된 주택은 최소한의 통풍과 채광만을 고려한 것으로 도시근로자의 열악한 주

거환경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세기 

말부터 주택건축에 근대주의적 사고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즉 당시 문제

시되고 있던 사회적 병리현상을 양질의 물리적 환경 조성을 통해 개선하고자 했던 근

43  앤디 메리필드 지음, 남청수 옮김, 매혹의 도시, 맑스주의를 만나다, 이후, 2005, p.273.

44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이숲, 2009,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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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건축운동의 이념과 맞물리게 되는데,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주택의 대량생산을 필요

로 하였던 상황은 기능주의 건축의 아이디어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높은 인구밀도와 주택부족으로 노동자들의 주거상태는 매우 열악하였고 문제해결의 대

안은 주택의 대량공급 뿐이었기 때문에, 산업혁명기의 주택은 집합화와 대량생산을 그 

특징으로 한다. 급격한 도시화와 주택부족으로 인해 주택의 집합화현상은 필연적이었

으며 주택이 일반적인 상품처럼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면서, 휴식과 가족의 단란에 관련된 부분을 수용해 주어

야 하는 주거공간조차도 근대주의에서 비롯된 합리주의 원칙에 따라 기능성과 효율성

을 우선으로 하면서 각 공간의 계획과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근대 아방가르드 건축

가들은 건축으로 세상의 변혁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심각한 주

택문제는 동질적이고 계량적인 즉 소위 과학적인 공간계획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사

람들은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주거공간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거형태의 변화 속에는 무엇보다 산업혁명의 이념적 토대인 서구의 근대적 합

리성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앞서 논의한 테일러리즘과 포드주의 같은 미국의 산

업적 시대상황은 합리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건축에서는 유럽의 르 코르

뷔지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르 코르뷔지에는 생산력의 시대에 걸맞게 자동차 부품의 개념을 건축에 적용하였으며, 

헨리 포드가 작업 과정의 일원화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 것처럼, 1차 대전 이후에 

대량 생산 주택(mass-production houses)으로 유럽에 만연한 주택 부족 현상을 해

결하고자 하였다. 고전적 규범의 올바른 사용이 합리적이라고 보던 사고에서, 과학적

인 사고가 합리적이라는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20세기 초 근대건축운동의 기계론적 사고에 의하면 도시는 개개의 건

축이 모여서 형성된 하나의 거대한 집합일 뿐이다. 즉 기계론적 이론에 의하면 전체는 

각 부분의 단순 합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을 뿐 서로에 대해서는 자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분들은 분해되고 합쳐지며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각각의 기능에 대

해서만 충실하게 작동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산업혁명이후 기계론적 사고에 의해서 제안된 공동주택들은 그 구성방식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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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르 코르뷔지에의 Dream for Paris (위)와 

뉴욕의 스튀베상 타운에 실현된 디자인 (아래) 

어서 다양한 계획적 시도와 풍부한 장소성의 추구보다는, 효율성과 보편성, 평등주의, 

기능중심 구성 등 대량생산의 기본 원리들을 우선시하면서 각각의 개별계획요소의 자

체완결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도시를 기계에 비유하며 자체적으로 완결된 형태로서 도시를 바라보는 기계론적 이념

의 선상에서, 20세기 주거환경의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르 코르뷔지에는 기능화

되고 산업화된 사회에 부응하는 주거개념으로 ‘녹지 위의 고층 주거’(tower in the 

park)를 제시한다. 위계질서에 의

해서 형성되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 

내에서 모든 인간은 기계화된 시대

에 같은 욕구를 갖고 있는 하나의 

개체에 불과했으며, 개인의 만족은 

전체 사회의 만족과 같은 것으로 

고려되었다. 따라서 기계화시대에 

적합한 인간의 기본 욕구를 해결해

주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고밀의 

주거공간은 ‘살기위한 기계’에 

지나지 않았다.45 

주택을 살기위한 기계로 파악하게 

되면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등의 고

려는 기능과 생산방식에 대한 문제

로 대체된다. 또한 대량생산을 가

능하게 하는 기술과 합리적 정신을 

지닌 인간을 일치시킴으로서 거주

자의 구체적이고 다채로운 생활은 

합리화라는 미명 하에 표준화된다. 

주거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은 도

미노 주택과 그 실제 모델로서 시

트로앙 주택을 통해 개체화된 주거유형으로 완성되었고, 1922년 ‘삼백만인을 위한 

45  J. Raban은 지배적인 합리적 계획([그림 2-1] 참조)에 대항하며, (많은 사회학자들이 가정하
듯)  도시민이 산술적 합리성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Harvey, David,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Blackwell 
: Oxford UK, 1989, 구동회·박영민 옮김,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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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통해 집단을 위한 주거환경모델로 제시되었다. ‘삼백만인을 위한 도시’에

서도 시설의 공동화와 집합화가 강조되었지만, 역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단위

주택으로 시트로앙 주택의 공간구성과 유사하였다. 또한 그 기본 개념은 모든 시설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가족생활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동시에 외부에는 충분한 

운동시설이 있는 집합주택으로 당시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소극적인 주거개념

으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개인공간을 강조하며 이를 집합화한 도시주택 개념은 르 코르뷔지에 뿐만 아니

라 그로피우스를 위시하여 근대건축 국제회의를 주도한 건축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개념이다. 나아가 일자형 아파트는 근대건축운동을 주도하던 건축가들에게 가장 합리

적인 주거유형으로서, 근대건축 국제회의의 강령 즉 ‘합리화와 표준화’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것이었고, 기계화 사회의 생산논리를 대변하는 것이었다.46  

이와 같이 근대 기계시대 이데올로기에 의한 기계적 단순성과 합리성, 경제성과 대량

생산의 용이성 등 생산 차원에서의 자본의 논리는 도시와 주택에 도입되며, 결국 고립

된 건축과 파편화되고 단절된 도시를 낳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근대적 도시와 건축 

이념은 기능 제일주의로 변질되면서 도시건축을 인간과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진정한 의미의 일상은 배제되어 왔다.

근대적 산업사회 대량생산 주택은 국내 도시주거의 발전과정에서 생산의 차원과 밀접

히 관련을 맺으며, 기능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획일적 공간모델의 대량생산이라는 생산

방식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개인화, 핵가족화 및 가족주의 등의 사회적 관념까

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2.2 소비 자본주의와 소비문화

근대 산업 자본주의는 2차 대전 이후 소비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등의 이름으로 고

도화되면서47 , 생산이 아닌 ‘소비’가 일반경제를 움직이는 소비사회로 진입하게 된

다. 즉 현대사회는 생산과 노동에 의해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 의해 확장되며 

소비가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된 것이다. 

46  손세관, 도시주거형성의 역사, 열화당 미술선서, 1995, pp.294-311.

47  1950-1960년대 이후의 서구 자본주의 사회를 르페브르는 ‘소비조작의 관료사회’, 보드리
야르는 ‘소비사회’로 명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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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품의 구매와 사용이라는 소비의 의미 역시 ‘소비문화’라는 형태로 변형된

다. 이는 기존의 대량생산 포디즘 체제가 수요한계에 도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공급

과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스타일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과거와 동일한 사용

가치를 가진 제품을 외피만 매혹적으로 디자인하여 판매한 시점이기도 하다. 

“문화의 거대한 힘은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문화는 법이나 

제도처럼 구속하지 않고 또한 의무도 아니다. 과거 생산 중심의 시절에 새벽

종이 울리면 모두 함께 일어날 것을 강요하고 절약할 것을 강요했고 그래서 

각종의 법과 제도가 급조됐지만, 소비의 시대에는 무의식적 경로로 회유할지

언정 어느 누구도 소비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소비의 시대에 유일한 제도적 

이슈는 규제가 아니라 탈규제이다. 소비는 강요하는 이 없고 언제나 ‘자발

적 형식’을 취할 뿐이다. (...) 아마도 이 ‘자발적 형식’의 필요로 인해 

소비가 문화를 강력하게 소환한 것 아닌가 싶다.”48    

소비는 이처럼 외적으로는 미디어를 통해 자발적 형식을 취하며 일상생활로 침투되면

서 문화를 동반할 뿐만 아니라 사용성이나 물질성의 문제를 떠나 기호화된다. 또한 비

단 상품뿐만 아니라 공간 역시 실질적 맥락이나 장소성과 무관하게 기호화 되는 경향

을 보인다. 그리고 단순한 소비가 아닌 문화적 양상으로서의 소비 즉 소비문화는 우리

의 사물에 대한 인식,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건축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

다.49 

2.2.2.1 소비의 재생산과 차이의 욕구

"소비사회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란 옛날의 이야기일 따름이다. 대중과 대

중의 소비는 관료와 자본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작될 따름이다. 상품과 광고

는 조작의 메커니즘일 따름이고, 대중들은 중력과 자력에 이끌리는 쇳가루와

도 같은 것들이다."50  

48  김광수, 소비-건축/문화, 건축, 2002.12, p.42.

49  김광수, 소비-건축/문화, 건축, 2002.12, pp.41-42.

50  Jean Baudrillard, Simulacres et Simulation, Editions Galilee, 1981. 하태완 옮김, 시뮬라시
옹, 민음사, 1996, pp.2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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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시간 저임금의 착취 구조가 지배적이었다면, 자본은 

이제 노동자를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비자로 탈바꿈시키며 착취의 구조를 바

꾼다. 소비가 자본주의의 가치증식 과정에 편입되면서, 더 많은 월급과 더 짧은 노동

시간의 차이, 그 간극을 비집고 소비가 이데올로기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

다.51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수요-공급에 의한 경제학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소비의 조작에 주목한다. 

“이제는 생산성의 향상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동되는 소비의 욕망을 발견하

고 부추기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

가 된 것이다. 물론 이 말이 생산의 사회가 끝나고 소비의 사회가 시작되었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는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경제를 구성

하는 중요한 행위의 일부였다. 단지 대공황의 경험 이후 대량생산된 상품의 

원활한 소비, 각기 상이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재의 개발, 그

리고 끊임없이 소비의 욕망을 부추기는 소비에 관한 교육이 이전 시대보다 

확연하게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소비 중심의 사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52 

소비사회에서 소비 이데올로기가 자극하는 욕망의 근저에는 일차적으로 계급적 지위가 

자리한다. 근대 이전의 소비는 소수 특정한 신분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적

인 것이었는데, 자본주의 시대의 새로운 지배층이 된 부르주아들에게 이러한 ‘낭비’

의 관념은 특정한 방식으로 전유되어 나타나며 베블런은 이를 ‘과시적 소

비’(conspicuous consumption)라고 명명한다. 이른바 ‘베블런 효과’로 일컬어지

는 욕망의 실천을 통해 부르주아 계급은 특별한 것을 소비할 권리가 있음을 과시함으

로써,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계급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53  

51  이득재, “광고, 욕망, 자본주의”, in: 목수현 외 지음, 광고와 신화, 욕망, 이미지, 현실문화
연구, 1993, p.12. 최효찬, 일상의 억압기제 연구 : 자본주의 도시공간에 대한 문화정치학적 접
근,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6, p.85에서 재인용. 

52  권용선, ‘생산의 사회에서 소비의 사회로?’, in: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
비, 2011, p.66.

53  ‘과시적 소비’는 특정한 계급이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위 계급을 욕망하
는 하위 계급의 모방과 허위의식의 도전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명품 브
랜드 속에 자신의 욕망을 투사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상위 계급 혹은 계층에 대한 
욕망을 상상 속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이 명품을 구입하는 데 지불하는 금액은 상품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브랜드에 시선을 주는 익명의 타자들의 선망을 이끌어내
는 데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권용선, ‘생산의 사회에서 소비의 사회로?’, in: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11, pp.69-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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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계급적 지위는 근본적으로 화폐라는 자본의 상징성과 

직결되며 소비를 부추긴다.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는 생산의 경제논리에 의해 효율성을 

모토로 시간까지도 화폐가치로 환산됨으로써 ‘화폐로 계산되는’ 효율성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반면 1960년대 이후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산가능한 화

폐의 정량적 특성을 토대로, 생산이 아닌 소비의 영역에서 모든 사물 즉 상품의 이면

에서 화폐와 결부되는 상징적 영향력이 위력을 갖게 된다. 

“화폐는 일반적인 신화처럼 교환 속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폐

가 교환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모든 상품의 가치를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생산물의 다양한 가치(값어치)를 폭력적으로 수량화하는 일반적 

등가물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화폐는 사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도 아니다. (...) 일반적 가치형태에서는 모든 재화의 가치가 오직 화폐를 

통해서만 표시된다. 화폐가 가치의 유일한 담지자가 된 것이다. 이는 어떤 재

화도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화폐가 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각의 재화가 화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역전이 발생한다.54 

화폐라는 단일한 척도가 구축되고 재화의 가치를 획일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계산 공

간이 탄생하게 되면서, 수량화할 수 없던 다채로운 가치들은 사라지고 하나의 척도-

화폐로 비교되는 가치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화폐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

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근대 이후의 비합리적 합리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사물에 

내재된 화폐의 상징적 가치는 소비사회에서 부와 신분을 함축하며 선택과 판단의 공고

한 기준이 된다. 

“지위의 근원은 이제 물건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능

력”55 에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산업사회의 효율성 법칙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화폐의 상징성이 욕망화되며 현대인의 일상전반을 지배하기에 이른

다. 이처럼 화폐의 상징성을 통해 획득되는 사회적, 계급적 차별화라는 소비주의에는 

54  ‘가치’는 화폐가 매개하는 교환 속에서만 상품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된다. 그리고 화폐만
이 이러한 가치를 부여한다. 화폐는 두 상품이 원래 갖고 있는 가치를 비교하고 교환을 매개하는 
유통수단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서열을 정하는 초월자인 것이다. 그리하여 모두가 
화폐를 동경하고 가치를 승인받고자 하는 욕망에 헐떡인다. 한경애, ‘화폐의 권력, 반화폐의 정치
학’, in: 이진경 편저, 모더니티의 지층들, 그린비, 2010, pp.116-117

55  Harry Braverman, Labour and Monopoly Capital (New York : Monthly Review Press, 
1971), p.278. 제러미 리프킨 지음, 이희재 옮김, 소유의 종말, 민음사, 2008, pp.124-12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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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개념의 혁신이 자리하는데,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소비개념과는 달리 사물 즉 상

품의 소비란 사용가치의 소비를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게 된

다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에 따르면 소비사회에서 사물은 기호로 

파악되고 사회는 의미작용의 체계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인간의 욕구는 

특정한 사물에 대한 욕구라기보다는 ‘차이’에 대한 욕구, 즉 사회적 의미에 대한 욕

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보드리야르가 말하는 차이에 대한 욕구는 일반적으로 

계급적 지위를 상징하는 집단적 개념이며, 화폐에 의한 계량적이고 위계적인 평가가 

가능한 ‘합리적’ 개념으로서 상품의 소유로 일시적이고 표면적으로나마 획득 가능하

다고 여겨지는 차이이다. 

따라서 특정 계층에 속한다는 사실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의 경향을 나타낸 보드리야르

의 '파노플리 효과’(effect de panoplie)56 는, 필요가 아닌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려

는 수단으로 전락한 소비를 나타내는 개념인 베블런의 '과시적 소비'와 같은 맥락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 이데올로기는 사물의 기호학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보드리야르는 

사물을 물질적 실체로 보지 않고 기호로 파악한 바 있다. 사물은 기호이며 사물의 의

미와 기능을 기호체계 안에서 정합적으로 부여받는다면, 소비의 개념 역시 기호체계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사회에서 중요한 범주는 사물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보다도 기호학적 가치

이다.57  사물은 이제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상징하는 일련의 기호가 되었으며, 현대

인은 상품의 구입을 통해 '사물’이라는 실체가 아니라 ‘기호’라는 이미지를 소비한

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물의 기호는 일종의 체계 안에서만 의미를 지니며 소비 메

커니즘을 작동시킨다. 

56  파노플리는 집합이라는 뜻이 있으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품을 통해 특정 집단에 속하는 
현상을 일컬어 파노플리 효과라고 한다. 즉 어떤 상품을 소비하면 그것을 소비할 것이라고 여겨지
는 집단에 속한다는 환상을 주는 것으로, 신분적 지위가 사라진 소비사회에서는 상품을 통해 사람
을 평가하는 성향이 있으며 따라서 상품의 구매는 그러한 사회적 의미 효과를 구매하는 것이기도 
하다. 

57  배영달, 보드리야르와 시뮬라시옹, 살림, 2005, p.39. 보드리야르가 말하는 이러한 기호학적 
가치는 소비사회에서 특히 광고언어가 사물에 부가하는 기호학적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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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드리야르에 의하면 소비의 체계는 최종적으로는 욕구와 향유에 근거하는 것

이 아니라 ‘기호(기호로서의 사물) 및 차이의 코드’에 근거하고 있으며,58  코드는 

현대의 소비사회가 낳은 신화이다. 차이화된 기호로서의 사물의 유통, 구입, 판매는 

오늘날 우리의 언어활동이며 ‘코드’인데, 그것에 의해서 사회 전체가 의사소통하고 

서로에 대해 말한다. 즉 마치 언어가 의사소통을 규제하는 코드를 내포하고 있듯이, 

사회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코드를 가지며 이는 오늘날 소비사회 

전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59  

그 결과 가치가 화폐에 의해 그리고 사회적 의미작용의 질서, 즉 기호체계의 코드 안

에서 기호화되지 않은 상품의 소비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소비사회에서 “소비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기호의 질서”60 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상품

의 기호는 그에 결부된 이미지를 낳으며, 기호와 이미지에 의해 상품은 가치가 결정되

고 욕망을 부추기는 소비의 대상이 된다. 

"거리의 수많은 광고에 새겨진 기호, 사회적 신분과 위세 또는 차별적 개성을 

나타내는 상품에 담겨진 기호, 사람들의 욕망을 유혹하는 패션과 화장에 배

어 있는 기호, 문화적 공간이나 실내장식의 분위기가 바깥으로 표출하는 기

호, 이러한 것들이 사회현실 전체에 파고들어 현실 자체를 움직인다. 그러므

로 사회현실의 논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호로서의 사물을 따라 움직이게 하

는데, 이는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기

호를 소비할 수밖에 없게 되며, 소비는 당연히 기호의 소비를 포함하는 과정

으로 설명된다. 즉 사물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기호가 소비된다는 것이

다.”61 

소비하는 모든 상품들 속에는 화폐의 상징성에 의한 계급적 위계 외에도 취향과 개성

에 대한 문제 혹은 젊음과 같은 인간 본연의 열망 등도 내포되어 나타난다.62  차이화

58  Jean Baudrillard, La Societe de Consommation : ses mythes ses structures, Paris : 
Éditions Denoël, 1986, 이상률 옮김,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9, p.102.

59  배영달, 보드리야르와 시뮬라시옹, 살림, 2005, p.42. 

60  Jean Baudrillard, La Societe de Consommation : ses mythes ses structures, Paris : 
Éditions Denoël, 1986. 소비의 사회, 이상률 옮김, 문예출판사, 1999, p.298.

61  배영달, 보드리야르와 시뮬라시옹, 살림, 2005, p.40.

62  고급 승용차는 부의 상징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성공과 여유로움 등으로 읽혀진다. 명품 가
방과 의류 역시 고가의 가격에 걸맞게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결부된다. 이 외에도 모든 상품들은 
젊음, 아름다움, 유혹 등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광고를 통하여 덧입히며 상품과 이미지 사이의 기
호학적 관계를 시도한다. 소비사회에서 소비자는 상품을 소비함과 동시에 기호의 이미지와 상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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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욕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차적으로 화폐의 상징성에 크게 의존하지만, 소

비사회가 발전될수록 비단 하나의 가치에 의해서만 지배되지 않으며 다양한 기호적 의

미체계의 창출을 통해 끊임없이 생성된다. 

사실 소비사회에서는 기존 산업사회에서 표준화된 생산을 통해 합리성을 추구했던 것

과는 달리, 생산과정의 다양성을 수용하며 틈새시장을 겨냥한 제품 혹은 소비자의 선

호를 고려한 상품들을 모색한다. 즉 소비자가 당연히 필요로 할 것이라고 가정되었던 

표준화된 모델이 아닌, 소비의 합리화를 위해 다양성을 생산하고자 한다. 그 결과 소

비를 통해 타인과의 차이와 구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소비사회에서는 생산방식도 

포디즘에서 포스트-포디즘(Post-Forism)으로 이동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

의 취향 및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해진다.    

그러나 부르디외가 소비를 포함하여 개인의 문화적 실천 전반이 타인과 자신을 구별짓

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듯이, 하나의 선택 속에는 한 개인의 출신배경, 계급, 

교육수준, 취향, 가치관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자

율적 선택에 의해 타자로부터 구별지음으로써 차이화를 실현하고자 하지만, 소비사회

의 소비주의와 광고 이데올로기에 의해 이러한 차이화 역시 강제되기 쉽다.  

화폐가 사물의 본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담아내지 못하듯이, ‘차이’의 개념 역시  

근본적으로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차이는 미디어에 의해 조장된 자본의 욕망의 반영

물이기 때문에 소비에서도 사람들은 소외당한다는 것이 보드리야르의 주장이다. 소비

사회에서 소비의 목적은 더 이상 본질적인 만족이 아니라 기호가치이며, 이 가치는 자

신을 남들과 구별시켜주는 집단적, 계급적 차이이거나 미디어에 의해 조작된 이미지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다. 

즉 어디까지나 기호학적 의미작용의 질서를 인지하고 있는 타인의 존재를 가정한 차이

이기 때문에 ‘사회적 차이에 대한 욕구’이며, 따라서 만족은 존재의 내면에서 우러

나는 진정한 만족과는 거리를 갖는다. 따라서 소비사회에서 개인의 과시적 소비는 타

인과의 차이를 기호학적으로 증명함과 동시에, 역으로 타인의 소비에 의해 끊임없이 

역전된 차이를 인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또 다른 과시적 소비를 통해 극복해

야만 하는 소비사회의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소비과정은 (...) 기호를 흡수하고 기호에 의해 흡수되는 과정이다. (...) 기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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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발신과 수신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존재는 기호의 조

작과 계산 속에서 소멸한다. (...) 그는 자신이 늘어놓는 기호의 내부에 존재

하는 것이다."63 

따라서 소비사회에서 사람들은 부 또는 젊음과 같은 이미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

할 수 있는 ‘차이’ 있는 소비를 위해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긴장시키며 유행을 

쫓아가야 한다는 반복적인 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대중매체에 의해 지

속적으로 유포되는 유행은 개성 및 차이화에 대한 표시이자 동시에 모방이라는 모순적 

상황 속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다.

“유행은 한편으로 그것이 모방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를 충족

시킨다. 다시 말해 유행은 개인을 누구나 다 가는 길로 안내한다. 다른 한편 

유행은 차별화 욕구를 만족시킨다. 다시 말해 구분하고 변화하고 부각시키려

는 경향을 만족시킨다. 이는 유행의 내용이 변화되면서 현재의 유행은 어제

나 내일의 유행과 다른 개별적 특징을 갖게 된다는 사실 뿐 아니라, 유행이 

언제나 계층적으로 분화한다는 사실에도 입각한다. 상류층의 유행은 그보다 

신분이 낮은 계층의 유행과 구분되고 낮은 신분의 계층에 의해 동화되는 순

간 소멸된다는 사실도 이를 입증한다. 유행이란 사회적 균등화 경향과 개인

적 차별화 경향 사이에 타협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삶의 형식들 중에서 특별

한 것이다.”64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차이화의 논리도 철저하게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를 기반으

로 형성되기 때문에, 욕망의 생산과정 자체도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소외에 

이를 가능성 역시 비례적으로 상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비사회에서 사회적 의미

에 대한 기호체계를 구축하고 소비를 조작하는 과정의 이면에는 미디어와 광고 이데올

로기가 자리한다. 특히 광고에 의한 소비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통해, 소비는 소비자 

63  Jean Baudrillard, La Societe de Consommation : ses mythes ses structures, Paris : 
Éditions Denoël, 1986. 소비의 사회, 이상률 옮김, 문예출판사, 1999, p.297.

64  게오르그 짐멜 지음, 김덕영 ․ 윤미에 옮김,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출판사, 2005, 
p.57.  또한 소비의 영역에서는 사물과 욕구 자체도 사회적인 것이므로, ‘모델로 삼은 집단 및 
지도적 엘리트층으로부터 다른 사회계층으로 이행하는 구조를 지닌 사회적 영역’이 된다. 그러므
로 욕구가 어떤 표준적인 소비자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계급으로부터 
발생하며, 상류계급이 그것을 거쳐갈 때에만 일반적인 대중의 욕구가 된다. 따라서 중간계급 및 
하위계급의 욕구는 상류계급의 욕구에 비해 시간적, 문화적으로 항상 뒤처지게 되면서 욕망의 생
산과정 자체도 불평등하게 된다. 조광익, 탈근대 여가와 소비 : 보드리야르를 중심으로, 관광학 연
구, 22권 2호(1998.8), pp.3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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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이의 욕구를 소비하는 행위로 

전환되며 일상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2.2.2.2 미디어와 광고 이데올로기

소비는 자본주의의 가치증식 과정에 편입되면서 더 이상 주체의 자발적 활동이 아니

라, 그 선택이 이미 통제되고 조작된 행위로 전락하였다. 르페브르가 1960년대 이후 

서구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소비조작의 관료사회’65 라고 명명하고, 이를 자본과 

관료제에 의해 소비가 조작되는 사회라고 규정한 것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드리야르 역시 현대사회는 생산과 노동에 의해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에 의해 확장되며, 소비가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66  

따라서 소비사회에서는 금욕이나 검약과 같은 프로테스탄트적 가치 윤리에 따라 소비

가 절제되어서는 안 되므로, 향유가 새로운 윤리로 떠오른다. 오늘날 향유는 권리나 

즐거움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의무로서 강요되고 제도화되어 있다. 현대의 소비인간

은 향유와 만족을 의무로 삼는 존재로, 자신의 모든 잠재력과 소비능력을 부단히 동원

하여 소비를 장려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는 자기만의 사적 영역에서 자율적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이며, 강제이고 도덕이며 제도라

는 것이 보드리야르의 분석이다. 즉 소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치체계이며, 체계라

고 하는 용어가 집단통합 및 사회통제의 기능으로서 포함하는 모든 요소를 지니고 있

기 때문이다.67  

특히 보드리야르가 말하는 사물의 기호학적 가치는 소비사회에서 특히 광고언어가 사

물에 부가하는 기호학적 가치이며, 광고는 차이화의 논리와 의미작용의 질서를 만들어

65  르페브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소비조작의 관료사회’라고 명명한 것에 대해 1950년경
부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르페브르에 의하면, 1940년대에서 1950년대로 넘어
오면서 자본주의 체제는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모순과 위기 경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성장했고 생산력의 확대를 가져왔다. 반면 일상생활은 식민화가 가속화되었으며, 상품문화는 사회
의 상부와 하부구조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Andy Merrifield, Metromarxism : A Marxist Tale 
of the City, Routledge, 2003. 남청수 외 옮김, 매혹의 도시, 마르크스주의를 만나다, 시울, 
2005, p.182. 소비조작의 관료사회는 누적되는 자본주의적 모순을 자본과 관료제의 합리성을 통
해 즉 자본과 관료기구가 의도적으로 수요를 일으키면서 해결하려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66  예를 들어, 근대 이전의 어린이들은 일터에서의 극심한 노동으로 소외를 당했다면, 현대의 어
린이들은 광고와 TV 프로그램 그리고 또래 친구들의 소비를 통하여 소외를 당한다. 

67  Jean Baudrillard, La Societe de Consommation : ses mythes ses structures (Paris : 
Éditions Denoël, 1986), 이상률 옮김,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9, pp.104-1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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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대표적인 매체이다. 르페브르 또한 소비생활 통제의 도구로서 광고가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고 파악한다. 즉 소비사회를 주도하는 소비 이데올로기는 광고 미디어라는 

장치를 통해 전파되는데, 소비가 자본의 가치증식과정에 개입하듯이 광고는 그 과정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그 개입의 과정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광고인 캘킨스(Calkins)도 “우리는 광고를 통해서 사회학적 역사의 흔적을 추적하게 

될지도 모른다. 유행과 열광의 일어남과 스러짐을, 음식과 의복 분야에서 관심과 기호

의 변화를, 오락과 악습을, 또한 당대 삶의 파노라마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

다”라고 했듯이,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와 풍속은 소비와 그 전령인 광고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소비와 광고는 현대사회의 주요 문화이자 정체성을 찾

는 기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광고는 ‘현대 자본주의의 공식적 예술’(official 

art)로 정의되어지기도 한다.68    

그리고 이러한 광고의 메커니즘 이면에는 ‘잉여쾌락’의 개념이 있다. 즉 욕망은 대

상의 고유 가치와 교환 가치의 차액인 ‘잉여쾌락’에 의해 지속되는데, 인간은 결코 

닿지 않는 근원적 욕망을 향한 추구를 멈추지 못하지만 막상 대상을 손에 넣는 순간 

그 실체는 텅 빈 껍데기로 남아 욕망과 미끄러지면서 결핍을 낳는다. 그리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이 곧 ‘잉여쾌락’이며 인간이 살아가는 에너지라는 것이

다.69  따라서 광고는 실체를 선전하기 보다는 사회적 차이화의 이미지와 그로 인한 

욕망과 감정을 판매한다.

"실체는 광고 뒤에 숨어있다. 하나의 건축 작품과는 반대로 끊임없이 재생되

는 광고의 일반적 기능은 그 페이지 뒤에 있는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촉발시

키는 것이다.”70 

“느낌을 촉발시키는 것은 광고가 아니다. 광고는 느낌의 아이디어를 촉발시

킬 따름이다. 광고는 상품을 가리키는 기호로 느낌을 사용한다. 그러나 다음

68  마정미, ‘당신은 이미 상품의 공간에 들어와 있다’. in: 최예실 외 지음, 신지식의 최전선2 
: 문화와 예술의 경계는 없다, 한길사, 2008, pp.149-150 참조. 위의 캘킨스의 언급에서는 르페
브르와 보드리야르가 주장하는 광고에 의한 소비의 조작 차원과 더불어, 4장에서 살펴볼 브랜드의 
이중성에서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이라는 측면 역시 고려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69  최효찬, 일상의 억압기제 연구 : 자본주의 도시공간에 대한 문화정치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6, p.91 참조. 

70  Bernard Tschumi, Architecture and Disjunction, MIT Press, 1996, 류호창·서정연 공역, 
건축과 해체, 이집, 2002, p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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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당신이 상품을 구입하게 될 때 그 느낌(감정)이 약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느낌과 상품은 기호표현-기호내용으로서 서로 교환 가능하게 된다.”71  

따라서 시각적 미디어, 특히 TV를 비롯한 기술영상매체의 발달은 소비사회와 불가분

의 관계를 지닌다. 소비사회에서는 미디어에 의해 소비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

대인들은 미디어가 소비하는 것에 의해 끊임없이 억압당하게 된다.72  이러한 맥락에

서 미디어는 단순히 현실의 매개도구가 아니라 형성도구가 되며, 텔레비전 광고는 삶

의 방식까지 지배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단순히 회사를 

홍보하는 의도 외에도 기존 사회에 적합해지도록 살아가는 방식까지 조정하는 지배자

의 이데올로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은 편안하게 당신 집에 있는데 그 집에는 작은 화면(화면에 의해 전달

되는 메시지들보다는 화면이 중요하다고 맥루한은 주장한 바 있다)이 있고 

누군가가 당신을 사로잡고 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무슨 가구를 들

여놓으며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해준다. 그런 식으로 당신은 프로그래밍이 

되는 것이다. (...) 저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것이다.”73 

르페브르는 상품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광고가 심지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시

하고 프로그래밍 해주고 있다고 말한다. 광고를 보면서 소비자는 광고에서 주어진 삶

의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로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미디어는 소비

사회에서 개인의 의식을 지배하는 형성 도구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74 , 실제 현실과 

각종 미디어에서 재생산된 모사현실 간의 구분이 모호해진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원

본 아닌 원본이, 미디어가 만들어낸 시뮬라크르의 이미지가 더 위력을 발휘한다. 

71  Judith Williamson, Decoding Advertisements, 박정순 옮김, 광고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 북
스, 2007, p.41. 

72  최근에는 광고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예능과 같은 TV 프로그램에서도 간접광고가 심해지면서 
노출되는 모든 것이 광고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가장 두려운 일은 미디어에 노출되지 
못하여 관심과 호기심을 끌지 못하는 것이다.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도 부정적인 이미지
를 감수하고라도 홍보를 하고자하는 미디어 광고 전략이라 볼 수 있다.  

73  Henry Lefebvre, 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 Gallimard, 1968. 박정자 
옮김,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2005, pp.211-213.

74  사실 책을 포함하여 모든 미디어는 의식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소비사회에서 비난하는 TV로 대변되는 기술매체의 문제는 그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의 관계가 성찰적 거리감 없이 일방적이며 전체주의적이라는 데에 있다. 따라서 
매체의 권력화, 자본화 그리고 단일화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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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통해 보급되는 광고에 의해 개인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것은, 주디스 윌리

엄슨에 의하면 ‘호명’(interpellation)이라는 기제 때문이다. 호명은 광고가 여러 형

태로 소비자를 부름으로써, 소비자가 적극적인 소비주체로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즉 

광고는 우선 ‘당신’이라는 호명으로 욕망의 공간, 주체가 비어 있는 ‘광고’의 공

간으로 소비자를 초대하며, 광고에서 호명이 이루어지면 소비자는 그 초대에 응함으로

써 주체로서 광고 안의 스타나 상품과 결합된다는 것이다.75 

“이데올로기는 우리에게 ‘우리는 서로 독립된 개인이며,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한다. 여기서 그 선택은 개인적 선택

이며, 우리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는 신화를 지속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 광고에서 우리는 우리가 상품을 선택하는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개별적 취향과 스타일, 독특함을 갖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

해진다. (...) 그 이유는 광고가 무엇보다 정확히 암시하듯, 우리가 자신만의 

신념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 신념이 

구체화된 상품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 이 광고에서 우리에게, 우리는 평

범하지 않고 특별하다고 말한다. - 그리고 우리는 이에 따라 행동해야 되기

에,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차를 사야만 한다.”76 

이처럼 호명은 개인주의와 관련되어 욕망의 공간으로 끌어들이고, 사람들은 일상에서 

매개가 아니라 형성의 도구가 된 미디어가 지시하는 것만을 소비하며 미디어에 의해 

노출되지 않는 소비는 소비의 욕망조차 일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사회에서 일상은 미

디어의 지시어로 얼룩지고 비지시어는 설 자리가 없다. 미디어에 의해 소비되지 않는 

상품 역시 상품으로서의 가치조차 제대로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77 

따라서 참과 거짓 같은 규범적인 기준보다는 눈길을 끌 수 있는 미학적 영향력이 결정

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드보르(Guy Debord) 등이 지적하는 스펙터클화 경향 

역시 현대 소비사회의 산물이다. 그리고 기술매체시대에는 이러한 ‘가시성의 문화’

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실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대중

매체가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빈약한 세계의 파편들일 뿐이며, 더구나 가시성 문화, 

즉 시각문화가 비가시성 문화에 대한 억압으로 작용할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크

75  마정미, 당신은 이미 상품의 공간에 들어와 있다. in: 최예실 외 지음, 신지식의 최전선2 : 
문화와 예술의 경계는 없다, 한길사, 2008, p.154. 

76  Judith Williamson, Decoding Advertisements, 박정순 옮김, 광고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 북
스, 2007, pp.85-86. 

77  이영빈,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론 연구, 서양사론, 제54권 제1호, 1997,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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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8 

“미디어가 제도적 ․ 기술적으로 발달할수록 점점 더 감각적이고 스펙터클한 

이미지가 생산된다. 그 결과 현실은 더욱 더 직접적이고 인식할 수 없는 것, 

오로지 스펙터클한 미디어를 통해서만 파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되

어버린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비친 이미지와 사물들을 현실 그 자체라

고 믿지만 그것은 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현실, 스펙터클에 의해 이미지화된 

가상현실에 불과하다. 스펙터클은 현실이 아닌 것을 현실로 오인하게 하는 

기술이며, 그 목표는 소비이다. 스펙터클의 사회는 소비 사회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목표는 스펙터클을 통한 사이비 욕구의 창출로 소비를 

증대시키는 데 있다.”79 

이처럼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가공의 세계를 구성한 것으로, 아무리 세

밀하고 현실감 있게 사실이 재구성되더라도 그것은 현실을 소재로 한 시뮬라크르이거

나 가공물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즉 시뮬라크르는 문자 그대로 현실과는 근본적

으로 구분되는 세계이며,80  소비를 추동하는 광고와 미디어의 결과물인 것이다.  

나아가 대중매체의 일상 공간 침해는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문화적 내용이 획일화되

고 표준화되며, 일반인들을 문화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머물게 하는 결과를 낳는

다.81  따라서 대중과 대중문화의 의미도 변하여, 대중문화는 대중을 위해서, 더욱이 

대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은 대중매체의 산물이며 대중문화를 소비

하도록 정형화된다는 것이다.82  

따라서 소비사회에서 대중이란 문화를 만드는 주체의 성격보다는 그러한 렌즈에 의해 

만들어진 객체의 특성을 지니며, 오히려 군중(crowd)에 가깝다.83  따라서 차이화의 

욕구와 광고 및 대중매체의 본질적 속성에서 오는 표준화의 모순은 유행의 경우처럼  

78  이기현, 미디올로지 : 사회적 상상과 매체문화, 한울, 2003, pp.198-199.

79  권용선, ‘미디어와 스펙터클’, in: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11, 
p.101.

80  이기현, 미디올로지 : 사회적 상상과 매체문화, 한울, 2003, p.197.

81  대중매체는 본질적으로 전체주의적(획일화, 표준화)이며 일방적(객체로 전락)임을 의미한다.

82  최문규, 기억과 망각 - 문학과 문화의 교차점, 책세상, 2003, p.384.

83  보드리야르는 정보와 통신의 발달은 동시성을 가져옴과 동시에 ‘대중성’을 유발한다고 지
적한다. 동시에 제공되는 정보는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 차이를 제거하고 거리를 제거함으로써 역
설적으로 의미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Jean Baudrillard, Simulacres et Simulation, Editions 
Galilee, 1981. 하태완 옮김, 시뮬라시옹, 민음사, 1996,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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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과 획일화의 경계 사이에서 소비의 조작과 통제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교묘하게 은

폐되어진다.     

2.3 일상과 이미지 : 이미지와 실체의 상호의존성

근대 엘리트 건축의 전파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이미지와 실체 사이의 

균열과 상호작용은 현대 소비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실제적 공간이나 사용과는 관계

없는 다양한 관념과 상징 그리고 기호들이 중요해지면서 이미지와 실체의 괴리는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그 결과 일상은 근대 이후 현대로 접어들수록 구체적 시공간이라는 물리적이고 현실적

인 세계 내부에 한정되지 않는다.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사용과 경험의 차원 이외에도 

이미지가 전달하는 특정 관념이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이미지와 실체의 관계에 기

반한 다양한 메커니즘이 일상생활 내부로 침투한다. 

따라서 2.3절에서는 일상과 관련하여 근대 이후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미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데,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할 사실은 이미지와 실체의 관계 및 상호작용

에는 그 저변에서 작동하는 비가시적인 사회구조 혹은 전파하고자 하는 특정한 관념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2.3.1 근대 엘리트건축의 전파와 이미지

근대 이후에는 건축이 대지에 구속된 실체를 넘어서서 하나의 이미지로서 확산되며 실

체와 이미지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건축에서의 근대적 생산의 문제

는 공동주택의 대량생산을 위한 합리성 및 기능주의 건축이념 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생산의 차원을 넘어 건축이론과 이념의 전파를 위한 이미지와 실체 사

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다. 

근대 이후의 시대에서 건축적 생산은 더 이상 건설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건축 출

판물, 전시회84 , 잡지 등과 같은 비물질적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

84  전시회의 경우, 이벤트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서적 등이 자료로 남아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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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이러한 미디어는 실체로서의 건물과 견주어 볼 때 일시적인 매체로 여겨지지만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더욱 영구적이라 할 수 있다.85  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의한 이

미지는 실체보다 접근성에 있어서 더욱 용이하여, 이미지가 확산될수록 그 영향력의 

범위와 강도 역시 실체를 넘어서는 경향이 있다.    

레이너 밴험(Reyner Banham)에 의하면 ‘근대 운동’(modern movement)은 예술

사에서 개인적인 경험, 드로잉 혹은 관습적인 책들보다, 오직‘사진적 증

거’(photographic evidence)에 근거한 최초의 운동이라고 한다.86  근대 운동의 아

이콘이 된 산업 건물들이 건축가들에게 알려진 것도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사진을 통해서였을 뿐만 아니라, 근대 건축가들의 작품 자체도 사진과 인쇄 매체

를 통해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근대운동이 이와 같이 ‘사진적 증거’에 근거한 운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이를 뒷

받침해줄 실제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거나 혹은 남아있더라도 실체보다 사진에 의한 

이미지가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미지와 실체 

사이의 틈에 개입하여 수많은 추측과 짐작이 가능해지며, 이를 토대로 건축운동이 형

성되고 또한 각종 전시회와 출판물 등에 힘입어 보급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 이후 시각적 이미지의 우위에 대한 반증이자 미디어가 세계에 대

한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즉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이라는 ‘정확한 실체 없는 세계적 명성’이라는 근대적 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이, 근대 이후의 건축은 사진 이미지 그리고 매스 미디어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2.3.1.1 이미지의 조작과 욕망의 반영

이미지와 실체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사실은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이미지와 

미디어는 투명한 재현 매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험이라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지

산시킨다.  

85  Beatriz Colomina, Privacy and Publicity : Modern Architecture as Mass Media, MIT 
Press, 1996, pp.14-15.

86  Reyner Banham, A Concrete Atlantis : U.S. Industrial Building and European Modern 
Architecture, MIT Press, 1986, p.18. Beatriz Colomina, Privacy and Publicity : Modern 
Architecture as Mass Media, MIT Press, 1996, p.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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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는 동일인이더라도 시간이나 날씨 등 기타 많은 다른 내적, 외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진 역시 사진을 찍는 주체에 따라 그리고 사진이 

찍히는 시점이나 날씨, 각도 등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즉 사진 이미지는 그 안에 어느 정도 특정한 관점과 조작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

다. 그것은 관점과 의도에 따라 연출과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내는 독

해 과정 역시 순수한 진실의 탐구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또한 3차원적으로 경험되어

야 하는 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재현하는 2차원적 미디어의 본질적 한계로 인해 더욱 

근본적인 괴리를 갖는다. 다시 말해 인간의 실제적 접촉을 통해 경험된 건물과 사진 

이미지 자체는 차이를 내포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지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수단과 

기법을 활용하여 가공될 수 있는 기제를 근본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근대운동 이후의 사진 이미지와 실체의 단면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는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으로서, 미스는 단지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라는 물

리적 건축물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일시적 건물의 사진 이미지들도 그가 만들었다고 

추측된다.87  여기서 사진 이미지들과 실제 건물과의 관계는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점

이 중요한데, 미스 자신도 이러한 이미지들의 정확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왜곡함으로써 이미지를 이상적인 수준으로 조작하

여 자신과 건축물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것에만 더욱 관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진의 조작은 일차적으로 세심한 빛의 조작, 가구 배치 등 촬영 당시의 연출

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베를리너 빌트-베리히트 사진(Berliner Bild-Bericht 

master prints) 중 MMA 1814와 MMA 298을 살펴보면 사진 촬영 당시의 연출에 

따라 재료와 물질의 속성이 나아가서는 공간이 얼마나 다르게 인지될 수 있는가를 보

여준다.88     

87  미스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라는 실체에 대한 이미지 조작은 비단 사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확한 도면의 생산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미스의 감독 하에 1964년도에 베르너 블레
이저(Werner Blaser)가 그린 도면 역시 1929년 당시의 파빌리온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오류가 발
견된다. 

88  George Dodds, Building Desire on the Barcelona Pavilion, Routledge, 2005, p.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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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 1814

- 콜베 조각상이 있는 정원에 면하는 색유리가

  반투명하게 인지

MMA 298

- 색유리가 투명유리에 가깝게 표현

- 다양한 표면들의 반사적 특성이 두드러짐

[표 2-1]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베를리너 빌트-베리히트 사진 이미지와 빛의 조작 (촬영 시점의 연출)

MMA 1347 (unpainted) MMA 1347 (painted version)

- 1911년 완공된 카탈로니아 아르누보

  (Catalan Art Nouveau) 타워의 이미지 삭제 

[표 2-2]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베를리너 빌트-베리히트 사진 이미지의 에어브러시 수정사항

(사진의 인쇄 이후 조작)

이미지의 조작은 사진 촬영 이후 최종 결과물인 인쇄된 사진이 나혼 이후에도 가능하

다.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경우 베를리너 빌트-베리히트로 대표되는 한정된 사진 이

미지만이 전해지는데, 이들 사진은 의도적으로 일부가 잘려졌거나 아니면 아마도 미스

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을 표면이나 부재의 불완전함을 가리기 위해 밝은 회색 페인

트의 에어브러시(airbrush)로 수정되어 있다.89 

89  George Dodds, Building Desire on the Barcelona Pavilion, Routledge, 2005, 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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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도즈(George Dodds)는 이와 같은 사진 이미지의 수정에 미스가 직접적인 책임

이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현재까지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사진 이미지 수정에 그가 관여하였음이 정황상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

이 사실이라면 미스에게는 사진 촬영을 위한 연출뿐만 아니라, 촬영 이후 결과물로 나

온 사진 역시 편집과 수정을 통한 조작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스는 잘 연

출되고 편집된 사진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활용할 줄 알았다. 미스와 그

의 작품이 전시회와 출판물을 통해 소비되는 이미지들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점도 

근대 이후의 변화된 생산의 조건과 이미지 조작을 고려하면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따라서 근대 이후 이미지를 공간에 대한 중성적인 기술로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정확한 원본이 불분명한 채 ‘확산된 이미지’가 지배하는 문화에서는 해석과 

논의가 진전될수록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혼란이나 착오까지 가세하면서 실체에 대한 

접근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 결과 실체를 모호하게 때로는 부정확하게 재현하는 이미

지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예술작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양한 

문맥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운 기표'(free-floating signifier) 

90 와도 같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재현 형태는 그 자신만의 세부사항을 가진다 : 즉 고유의 선택기

준, 고유의 취향의 문화, 고유의 생산 가치, 고유의 언어, 고유의 생략. 물론 

이러한 재현은 그것이 묘사하고자 하는 건물이나 상황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모든 미디어, 모든 재현은 본질적으로 상당히 그리고 피할 수 없이 제

한되며 부분적일 뿐만 아니라 편향적이다. (...) 이러한 특성, 한계, 편향, 문

화 코드 혹은 건축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대해 밝히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91 

이와 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몸을 통하여 경험 가능한 물리적 구축으로서의 건축물과 

카메라라는 도구에 의해 생산된 사진이라는 경계 안에서 재현된 공간의 속성은 근본적

으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차이는 이제 어느 한 쪽의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

다는 단지 각각의 매체의 고유함에 근거한 차이일 뿐이며,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전달하

는 의미 자체도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실체이고 이미지인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조작인지 구별할 

90  George Dodds, Building Desire on the Barcelona Pavilion, Routledge, 2005, p.33.

91  Kester Rattenbury(ed.), This is Not Architecture, Routledge, 2002,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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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혹은 그러한 구별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자리한다. 예를 들어 

실제로 존재했었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은 명확한 정보 없이 분해되어 사라져 버렸을 

뿐만 아니라, 당시 촬영된 정본 사진 이미지들은 촬영 당시의 연출과 이후의 조작을 

통해 원본을 일정부분 재현함과 동시에 그 자체로 또한 새로운 정보를 내재하고 있다. 

게다가 미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1986년에 새롭게 지어진 복원된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역시 원본과도 사진 이미지와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그리고 이 모두를 

둘러싼 수많은 논의가 존재한다. 

나아가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에서 사용된 색들은 실제 색상보다는 흑백 사진 속에서 보

여지는 색상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흑백필름에서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조작

된 속임수 혹은 기교들은 당시 독일 영화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리라 추측되는데92 , 이

는 마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라는 물리적 건물이 일시적 박람회라는 이벤트보다 오

히려 사진 이미지를 위해 존재했던 것과도 같다. 

즉 미스에게 사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지 원본에 대한 재현으로 의미가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사진 이미지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히 수정을 가할 수도 있는 문제였던 것이다. 20세기에 가장 많이 글로 쓰인 

건축가라는 르 코르뷔지에 역시 이미지와 실체의 관계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다. 그도 

미스와 마찬가지로 위조된 이미지(faked image)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르 코르뷔지에의 빌라 슈보브(Villa Schwob) 사진 이미지들은 더욱 더 

‘순수주의적인 미학’(purist aesthetic)을 담아내기 위해 미스와 마찬가지로 에어브

러시로 수정되었다. 즉 마당의 파고라를 감추고 바닥에 하얀 흔적만을 남겼으며, 예리

하게 정의된 외벽을 드러내기 위해 유기적 식물 혹은 관목, 넝쿨, 개집과 같은 산만하

게 하는 물체들이 있는 정원을 제거했다. 또한 외벽과 창문의 형태 등도 수정했을 뿐

만 아니라, 오브제 자체의 형태적 특성에 집중하기 위해 주택에서 회화적이고 맥락적

인 모든 것을 폐기했다. 특히 가파른 경사지인 실제의 대지에 대한 모든 참조의 제거

를 통해, 건축물을 상대적으로 장소에 독립적인 대상으로 만들었다.93   

92  예를 들어 당시 흑백영화에서는 여배우의 입술이 더욱 진하게 보이도록 검은색 칠을 하기도 
했다.

93  이상적인 혹은 관념적인 대상과 이상적인 대지 간의 이러한 관계는 20년대 르 코르뷔제 건
축에서 변함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르 코르뷔제에게는 특정한 위치를 알기도 전에 작은 빌라를 설
계한다는 것 역시 가능한 일이었다. 르 코르뷔지에의 작품 전집에 실린 빌라 사보아나 빌라 스탱 
등 다른 주택 이미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정작업이 발견된다. Beatriz Colomina, Privacy and 
Publicity : Modern Architecture as Mass Media, MIT Press, 1996, pp.107-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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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빌라 슈보브(Villa Schowob)의 위조된 사진 이미지

또한 그의 전작집을 검토해 보면 빛과 그림자의 교묘한 조작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일광이 거의 없는 흐린 때를 골라 찍음으로써 그림자를 매우 흐리게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단 르 코르뷔지에의 주택사진뿐만 아니라 1932년 히치코크와 필립 존슨

이 미국에서 개최한 ‘근대건축 : 국제전’(Modern Architecture : International 

Exhibition)에 전시된 근대주택 사진들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사진은 흔히 투명한 미디어인 것처럼 인식되지만, 그것은 “실제를 재현하

기보다는 새로운 실제를 생산"(Rather than represent reality, it produces a new 

reality)94 해내는 것에 가깝다. 따라서 건축의 사진 이미지는 단지 건물의 형상을 그

대로 재현하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반영”(the reflection of a desir

e)95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진은 다양한 이상과 욕망의 작동 안에서 연출되고 촬영

되며 또한 해석된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읽히

94  Beatriz Colomina, Privacy and Publicity : Modern Architecture as Mass Media, MIT 
Press, 1996, p.80.

95  George Dodds, Building Desire on the Barcelona Pavilion, Routledge, 2005, p.72. 바르
셀로나 파빌리온의 사진 이미지에 반영된 욕망은 모더니티의 꿈을 재생산하는 불안정한 이미지에 
거주하고자 하는 집단적 욕망이라고 도즈는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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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고 싶은지 혹은 어떻게 읽고 싶은지와 같은 의지이자 욕망 혹은 이상적인 꿈일 

수 있다.  

“마치 19세기 수정궁의 석판 인쇄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문화적 충격을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1929년 사진 이미지 역시 

‘벨트빌트’(Weltbild)96 , 즉 ‘세계의 이미지’(an image of the world)

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은 ‘빌트벨

트’(Bildwelt), 즉 ‘이미지의 세계’(a universe of pictures)를 구성한다. 

이는 이반 일리히(Ivan Illch)가 말하는 ‘쇼의 시대’(the age of show)의 

인터페이스의 본성이기도 한데, 모든 가공되지 않은 것들의 세계로부터 관람

객을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97  

벨트빌트에서 빌트벨트로 전환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조작되고 그 진정성과 실체는 

은폐된다. 이미지는 완벽에 가깝게 조작되고 편집되며, 사진적 효과가 넘쳐나면서 정

작 이미지에서 사라진 것은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전락한다.   

실제 지어진 1929년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정확한 도면도 불분명한 상황에서98 , 

1986년의 복원은 여러 측면에서 그 물리적 증거로서 베를리너 빌트-베리히트 사진 

이미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역시 가공된 이미지가 오히려 실체를 만들어낸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근대 건축이 다분히 연출되고 조작된 사진적 증거에 의해 확산되고 전파될 때, 

이미지 안에는 이중적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이미지가 실체를 반영함과 동

96  ‘벨트빌트’(Weltbild)는 사실 혹은 실체에 대한 객관적 기록의 역할을 하는 이미지의 능력
을 의미한다.

97  George Dodds, Building Desire on the Barcelona Pavilion, Routledge, 2005, p.106.

98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공식적 개관 당시, 미스는 이미 투겐트하트(Tugendhat) 주택에 열중
하고 있었으며,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라는 일시적 건물에 대한 관심은 사진 촬영이 끝난 후에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지역의 기업가가 이 파빌리온을 레스토랑으로 사용하
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미스는 파빌리온이 해체되는 것을 막거나 중재하지 않았다. 즉 
사진과 건물의 보존 중에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스는 사진을 선택했던 것이다. 미스의 
입장에서는, 파빌리온이 남아있을 경우 베를리너 빌트-베리히트 사진에서 성취된 결과가 오히려 
손상될 수 있었던 것이다. George Dodds, Building Desire on the Barcelona Pavilion, 
Routledge, 2005, p.82 참조. 즉 원본 실체로서의 건물이 사라짐으로써 사진은 더욱 의미 있는 
미디어로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며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파빌리온 자체가 일시적인 
사용을 전제로 계획되고 건설된 것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건축물로 보존되기에는 한계가 있었
다. 이는 1986년 건물에서 기둥 표면을 크롬에서 스테인리스로 대체함으로써 반사하는 속성이 경
감되는 등 복원된 건물의 여러 수정사항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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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새로운 실체를 생산해낸다’는 사실이다. 즉 실체가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도 하

지만, 그 만들어진 이미지는 원본 실체와는 다른 새로운 욕망을 내재하며 그 자체로서 

독립된 매체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물리적 실체를 만드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를리너 빌트-베르히트 마스터 프린트의 확산이 없었다면 건축 예술, 조경 

건축 그리고 조각은 아마도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지도 모른다."99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경우를 포함하여 근대건축의 이념을 전파한 사진 이미지들은 

단지 일시적인 물리적 실체로 남아있었을 때보다, 하나의 이미지로서 가공되어 전파되

면서 수많은 의미가 부여되고 건축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소비되면서 새로운 실체를 

재생산하는 잠재력을 갖는 이미지가 되었던 것이다. 

"건축물이 항상 사진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니며, 또한 건축물을 둘러싸고 발생

하는 이론들보다 반드시 중요하지도 않다."100 

사진 이미지가 실체의 진실성을 온전히 담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자체의 

생산하는 힘으로 인해 오히려 다양한 잠재적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는 기표로서 작동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사진에서 진정성을 담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지의 의미 자

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새로운 실체의 생산이라는 잠재적 가능성은 존중되

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열망이며 이를 둘러싼 해석과 재해석이고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다. 즉 이미지는 

닫힌 사진의 공간이 아니라 열린 해석의 공간이며, 물질적 건물의 실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미래와 소통하며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는 욕망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결국 건축가와 그들이 전파하고자 하는 관념이 건축화된 실체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해진다. ‘미스의 미디어, 미디어로서의 미스’(media of Mies, Mies 

as medium)101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르 코르뷔지에102  역시 건축물이라는 한

99  George Dodds, Building Desire on the Barcelona Pavilion, Routledge, 2005, p.11.

100  Robin Evans, Translations from Drawing to Building and Other Essays, Architectural 
Association London, 1997, p.234. 

101  George Dodds, Building Desire on the Barcelona Pavilion, Routledge, 2005, p.2.

102  르 코르뷔지에도 50여권의 책을 출간한 건축가로서, 미디어의 속성을 충분히 이해했던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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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실체보다 그 자신이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복제의 수단들을 사용하며, 기호는 닫혀 있지 않고 새로운 기호들과 연합

하여 확대 재생산되면서 일종의 신화가 만들어진다. 이는 꼴로미냐가 말하는 ‘(재)생

산자로서의 건축가’라는 주제와도 연결되는데, 콜로미냐는 건축작품의 물질적인 생산

뿐만 아니라, 인쇄 매체를 통한 작품의 확산과 수용 모두를 강조한다.  

나아가 르 코르뷔지에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연출과 조작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

니라 책의 구성 자체에서도 미디어 특히 광고의 특성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에스프

리 누보’(L'Esprit nouveau)에서 르 코르뷔지에의 주장은 상당부분 이미지와 텍스트

의 병치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책에서 이미지를 텍스트에 종속되고 일관된 재

현적 도구로 사용한 것과는 다른 방식을 도입한다. 즉 이미지와 텍스트는 오히려 결코 

해결되지 않는 두 요소의 충돌로 작용하며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는

데, 여기서 광고 기법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광고에서와 마찬가지

로 가장 강력한 효과는 ‘시각 자료의 충격’을 통하여 성취된다.103  

“르 코르뷔지에는 근대 선전(publicity) 기법들을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으

로 독자들을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의 대량생산이라는 개념으로 이끌기 

위해 스펙터클한 이미지들로 독자들의 시각적 주목을 끌고 있었다.”104 

당시는 아직 본격적인 소비사회로 진입한 시점은 아니지만, 대량생산이라는 당대의 생

산 조건에 대한 르 코르뷔지에의 관심은 필연적으로 그 생산을 지속시키는 메커니즘 

즉 광고와 매스 미디어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졌던 것이다.105  그리고 미스와 르 코

의 건축가라 할 수 있다. 

103  르 코르뷔지에는 자신의 저서와 글에서 이론적 논의를 위해, 근대 광고의 수사와 설득 기법
을 빌어오고, 자신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제 광고를 교묘하게 조작함으로써, 텍스트와 선전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다분히 의도적인 이러한 작업을 통해 더욱 효과적 설득을 가
능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Beatriz Colomina, Privacy and Publicity : Modern Architecture as 
Mass Media, MIT Press, 1996, pp.148-153과 p.185 참조. 

104  Beatriz Colomina, Privacy and Publicity : Modern Architecture as Mass Media, MIT 
Press, 1996, pp.159-160.

105  “산업 선전에 대한 르 코르뷔지에의 관심은 이중적인데, 한편으로 기업가들이 그의 프로젝
트, 논설 혹은 그 밖의 일들에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회
사들과의 제휴는 바로 대중문화에서의 그들과 그들 제품의 명성 때문에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광고와 ‘에스프리 누보’ 내용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은 광고 제품 뿐만 아니
라 비평 이론을 유포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효과적이었다.” Beatriz Colomina, Privacy and 
Publicity : Modern Architecture as Mass Media, MIT Press, 1996, p.192. 르 코르뷔지에는 자
기 자신의 작품을 선전하기 위해 ‘에스프리 누보’와 광고의 기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했으며, 이
는 자신의 작업을 동시대의 생산조건에 통합시키고자 했던 그의 의도와도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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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뷔지에는 누구보다도 근대 이후 시각이 다른 감각에 비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2.3.1.2 근대 건축과 일상의 배제

이미지가 확산될수록 실체보다 이미지 나아가 이미지보다 이미지가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중요해지며, 이미지에 담긴 욕망은 새로운 실체를 탄생시키는 동력이 된다. 그

런데 근대 건축 운동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일상의 소외를 가속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도 작동하게 된다. 즉 근대건축의 사진 이미지가 전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결

과적으로 근대 주거건축에서 일상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주

거와 관련된 삶의 영역 전반과도 관련을 맺는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근대 건축의 사진 이미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미스의 베를

리너 빌트-베리히트 사진에서와 같이 명확히 드러나는 인간 존재의 부재이다. 즉 바

르셀로나 파빌리온은 “비록 ‘집의 형태’로 지어지긴 했으나 이 사진들에서 평범한 

가정생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여성의 누드 조각인 콜베(Kolbe) 조각상의 존재

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정에 있는 것 같지 않은 집”106 인 것이다. 

즉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정본 사진 이미지들이 제시하는 공간은 관찰은 가능하지만 

점유는 가능하지 않다. 사진 속에서 경험가능한 주체로서의 살아있는 몸은 부재하며, 

내외부의 감각 및 명확한 빛과 그림자에 의한 방향성 역시 모호하다. 즉 몸과 인간의 

존재는 투명하게 사라지고 오직 남는 것은 공간뿐이다. 

르 코르뷔지에의 주택사진 역시 사람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설령 등장하는 경우라

도 그 집에 거주하는 사용자가 아니라 방문객으로서의 외부인이다. 실제 공간 속에서

의 사용(use)은 공적으로 보여지기 위한 이미지의 구축을 위해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버린 것이다. 

106  George Dodds, Building Desire on the Barcelona Pavilion, Routledge, 2005,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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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빌라 사보아의 옥상 정원 이미지와 소품들

“르 코르뷔지에의 주택에서 거주자는 방황한다. 그것은 우선 그들이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집과 관련해서 자신들을 위치시키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주택’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은 거주자들이 

단지 ‘방문객’이기 때문이다. (...) 르 코르뷔지에의 주체는 방문객, 조망

자, 사진가, 관광객의 거리를 지닌 채 주택으로부터 분리된다. 르 코르뷔지에

의 주택 사진 속에서 ‘흔적’으로 남겨진 물체들은 이러한 것을 확인시켜준

다. 다시 한 번 그것들은 방문객의 물건(모자, 코트 등)이기 쉽다. 우리는 전

통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같은 ‘가정’(domesticity)의 어떠한 흔적도 발견

하지 못한다.”107 

또한 음영간의 경계가 흐릿하게 표현된 결과 건물은 실제의 건물이 아니라 마치 실내

에서 찍은 모형사진 같은 느낌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무시간성(timelessness)을 내포

한 사진은 그림자의 각도, 날씨의 변화 등과 같은 시간의 가변성으로부터 벗어나 항구

적이고 영속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즉 근대주택 외관 사진들은 단편적이고 불안정한 

이미지보다는 완벽하고 안정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교묘하게 조작된 것이다.108  

시간, 디테일 그리고 완성의 완벽함과 결부된 형태적 입면을 위해 점유, 날씨, 수명, 

107  Beatriz Colomina, Privacy and Publicity : Modern Architecture as Mass Media, MIT 
Press, 1996, pp.326-327. 꼴로미냐는 이러한 소외를 영화촬영 카메라 앞에서 배우가 겪어야 했
던 경험과 관련짓는다. 즉 연극에서는 배우와 관객이 모두 연속적인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며 배우
가 자신을 등장인물과 일치시켰던 반면, 영화촬영에서는 연속성이 파괴되고 수많은 독립된 연기들
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배우의 작업은 불연속적이고 끼울 수 있는 에피소드들로 쪼개지며, 
관객의 환상이 갖는 본질은 몽타주의 결과일 뿐이다. 즉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작품에서 주체는 장
면뿐만 아니라 그 자신으로부터도 소원해진 영화배우라는 것이다. 

108  우신구, 근대주택의 전시성에 관한 연구 - 건축사진을 통해 본 근대주택, 대한건축학회논문
집, 18권 12호 (통권 170호), 2002.12, pp.138-1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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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바이센호프 지들룽

시간 등은 소거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사용이 배제된 공간이 전시공간과 유사해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즉 그 영속적이고 무

시간적인, 완벽하고 안정된 이미지를 위해 근대 주택의 내

부공간을 찍은 사진들에서 거주자, 일상적 오브제, 날씨 

등은 체계적으로 배제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주택에서 

일상을 제거하는 효과를 낳았고, 결국 ‘삶을 위한 기계’

라고 하였지만 정작 그 기계에 삶이 담긴 모습은 보기 힘

들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진 이미지에 근거하여 근대

운동이 전파된 다른 지역에서도 일상을 소외시키고 배제시

키는 입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으리라 추측된

다.109 

즉 근대 엘리트 건축이 추구하던 건축적 이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한 

대량파괴로 심각한 주택난을 겪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의 대량건설, 고층화

와 대규모 주거단지가 필연적으로 확산되면서 대중 건축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현실화

되었다. 

그 후 196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에서는 르 코르뷔지에와 미스, 그로피우스, 오드, 그

리고 하네스 마이어의 건축으로 대표되는 모더니즘의 기능주의와 이상주의에 대한 비

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110  삶의 차원을 소거하는 근대 건축은 각 분야에서 비판

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사회학 분야에서 르페브르의 ‘건축가의 공간’ 비판에도 이

러한 ‘추상적 공간’에 대한 비판이 내재되어 있다. 

추상적 공간은 사회적 공간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축소된 형태로, 그 근본적 특징은 심

리적 공간이 ‘실제적’ 공간과 분리되어 인간이 일상생활의 전 체험에서 소외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공간에 대한 의식은 생활의 체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

의 재현물(늘 허약하고 축소적인 것)에서부터 생겨나게 되며, 자본주의의 지적 학문들

과 기타 이데올로기적 실천이 그러한 재현물을 풍성하게 제공한다는 것이다.111  

109  우신구, 근대주택의 전시성에 관한 연구 - 건축사진을 통해 본 근대주택, 대한건축학회논문
집, 18권 12호 (통권 170호), 2002.12, pp.135-142 참조.

110  이상헌, “억압에 저항하는 건축을 추구하다”, in: 최헤실 외, 新 지식의 최전선(2) : 문화
와 예술, 경계는 없다, 한길사, 2008, p100 참조. 

111  Adrian Forty, Words and buildings : A vocabulary of modern architecture,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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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72년 미국의 신도시인 세인트루이스의 프루이트-이고(Pruitt-Igoe) 주거단지 

폭파 철거는 근대 건축 이미지에서 일상적 삶의 배제에 대한 현실적 결과이자 모더니

즘 건축물의 상징적 죽음으로서, 데이비드 하비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한 스펙터

클이었다고 말한다. 

[그림 2-4]  프루이트-이고(Pruitt-Igoe) 주거단지 폭파 (1972년)

"그 주거단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다. 그것의 파괴는 르 

코르뷔지에가 이야기한 ‘생활하기 위한 기계’의 원칙, 막사식 주거구역, 

저소득층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비용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감

옥 형태의 디자인의 죽음을 알리는 신호였다.”112  

프루이트-이고 주거단지 폭파는 모더니즘의 죽음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탄생을 알리는 

극적인 순간으로도 기록되는데, 근대건축운동의 시작도 그리고 종결도 사진 이미지와 

미디어에 의해 극적으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대 건축의 이와 같은 이미지는 이후에도 엘리트 건축에서 건물을 마치 예술

작품과 같이 형태적 미학으로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인간의 실제적 사용과 경험의 차

원보다 시각예술과도 같이 이미지의 허구적 공간을 강조하게 하였다. 즉 엘리트 건축

Thames and Hudson 2000, 이종인 옮김, 건축을 말한다, 미메시스, 2009, p.445.

112  앤디 메리필드 지음, 남청수 옮김, 매혹의 도시, 맑스주의를 만나다, 이후, 2005, 
pp.33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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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건축을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관람하고자 하는 태도가 현재에도 여전히 일반적

인데, 건축에서 인간의 몸과 삶을 제거해 버린다면 남아있는 공간은 그것이 아무리 우

리의 정신에 이바지 한다 해도 진정한 건축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현재에도 대다수 건축 잡지에 소개된 주택의 사진 이미지에서 거주자와 그들의 생활모

습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여전히 의도적이며 체계적으로 배제된 것처럼 보인다. 즉 

외부에서는 주택의 형태가 그리고 내부에서는 공간이 사진의 주제임을 알 수 있는데, 

사적 생활공간이기보다 마치 예술작품을 기록하듯 객관적 시각으로 주택을 기록함으로

써 실제로 그 속에 살고 있는 특정하고 구체적인 거주자와는 관계없는 ‘비인격적인 

주택’(impersonalized house)으로 인식된다.113  

“책 속에서 건축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글이나 그림은 오직 종이

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인 공간을 경험할 수 없다. 종이 위의 공간

은 가상이며, 하나의 이미지이다. 주변상황 때문이던지 이데올로기적인 이유

이던지 관계없이 실제로 건물을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상력에만 의존하

여 건축을 표현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인다. 그런 표

현은 이성적 개념의 이해와 실제 공간의 감각적 경험을 불가피하게 분리시키

게 된다. 건축은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포함한다. 이 두 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제외된다면 건축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는 것이다.”114 

즉 미스를 비롯한 근대 건축가에게 공간은 모던한 미적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

자 건축의 순수 본질이었던 반면, 츄미는 공간을 실제적인 것으로 감각과 결부시킨다. 

즉 공간은 개념이면서도 실제로 체험되는 무엇인 것이다.115  개념적이며 이성적인 이

해의 차원과 미학적 관람의 단계에서만 건축을 이해하고 실제적이고 개별적인 점유와 

사용의 차원은 배제된다면, 건축이라는 담론의 이론적 세계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

지만 실제적 사용의 차원에서 인간의 삶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할 것이다. 

113  우신구·정순원, 잡지 주택사진의 재현방식에 관한 연구 - 건축잡지와 여성잡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권 9호 (통권 215호), 2006.9, p.212 참조.

114  Bernard Tschumi, Architecture and Disjunction, MIT Press, 1996, 류호창·서정연 공역, 
건축과 해체, 이집, 2002, p.93.

115  건축계 내부에서 공간에 대해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은 츄미가 처음이었다. 그는 ‘공간의 
개념과 체험이 갑자기 하나로 합쳐지는 곳에 즐거움의 건축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Adrian 
Forty, Words and buildings : A vocabulary of modern architecture, London: Thames and 
Hudson 2000, 이종인 옮김, 건축을 말한다, 미메시스, 2009, pp.436-4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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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근대 이후 건축의 상품화와 이미지

근대건축이 일상을 배제하고자 하였던 이유에는 근대건축을 대중문화와 일상생활에 대

립되는 고상한 예술적 작업(high artistic practice)의 지위에 가둬두려는 의도에도 기

인한다. 하지만 실제로 근대 이후 엘리트 건축과 상품으로서의 건축의 관계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대 건축은 단지 대중문화를 언급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근대 건

축은 그 자체로 시작부터 하나의 상품(commodity)이다. 아마도 이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MOMA의 1932년 ‘근대 건축’(Modern 

Architecture) 전시회 그리고 그와 함께 발행된 저서인 ‘국제양식 :1922년 

이후의 건축’일 것이다.”116 

근대건축과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관련은 수많은 역사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꼴로미냐에 의하면 근대 건축이 진정 근대적이 될 수 있었던 것

은 미디어와의 관계를 통해서이며, 근대건축도 상품의 맥락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

다. 

“예술 서적들로부터 발췌된 이미지들 옆에 선전 재료들과 신문 클리핑을 사

용하는 것은 ‘하위 문화’(low culture) 재료들이 ‘고급 예술’(high art)

의 영역으로 침투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침투는 비록 예술 제도에의 직접

적, 아방가르드적 공격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영역으로부

터의 자율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손상시킨다. 일상적 사물보다는 예술작품, 

공학과 건물보다는 건축, 포스터보다는 회화의 지위가 더 높다는 르 코르뷔

지에의 주장 - 가장 근대주의적인 양식으로 - 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업은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하위문화의 재료들에 의해 근본적으로 오염

(contaminated)되었다. 르 코르뷔지에의 작업은 이러한 오염의 구조적 역할

을 떠나서는 생각될 수 없다.”117  

엘리트 건축과 일반 건축의 경계를 명확히 구획하고, 자신들의 작업을 고급 예술의 지

116  Beatriz Colomina, Privacy and Publicity : Modern Architecture as Mass Media, MIT 
Press, 1996, p.195.

117  Beatriz Colomina, Privacy and Publicity : Modern Architecture as Mass Media, MIT 
Press, 1996,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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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머무르게 하고자 했던 근대 운동의 선구자들 역시 그들 작품의 이미지가 미디어

에 의해 소비되기를 열망했으며 하나의 상품이 되어 확산되기를 갈망했다. 이를 위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르 코르뷔지에는 

누구보다도 광고의 기법을 구사하며 독자들을 중요한 사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시각을 

통해 관심을 끌어야 함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기계시대 문화와 관련하여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

을 뿐만 아니라, 르 코르뷔지에 자신도 대량생산이라는 생산 조건, 광고 매스미디어 

등에는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소비사회의 문화와 건축의 관계에는 누구도 그다지 주목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근대건축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대 이후 미디어와 광고의 역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조적인 전제조건으로 작용하며, 기존처럼 전통적인 건물의 생산

이라는 개념에만 기초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미디어의 가치를 그것이 재생산해내는 건축과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연적으로 이러한 가치, 기준, 한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건축을 

형성한다 - 그것이 어떻게 상상되고 디자인 되었는지부터, 어떻게 사진에 찍

히고 글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거나 해석되고 정의되는지에 이

르기까지."118 

그런데 미디어는 본질적으로 편향적이다. 건축을 다루는 잡지, 서적 등의 미디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건축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실체와 관련되어 객관적인 방

식만으로 건축물의 수준이 정의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건축을 다루는 미디어에서 주

요 독자층으로 상정하는 대상에 따라 건축의 재현 방식이 상당히 다른 접근방식을 취

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을 독자층으로 하는 경우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미디어의 경우 

사용되는 사진 이미지는 전혀 다른 재현 방식을 추구한다. 즉 동일한 건물이더라도 묘

사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드러나는데, 건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

교적 기록적이고 기술적인 방식의 묘사에 치우치는 반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경

우에는 라이프스타일과 점유가 강조된다. 

이는 쾨니히(Pierre Koenig)가 설계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케이스 스터디 하

우스(Case Study House) 22번 주택을 건축 전문 사진작가인 슐만(Juilius 

118  Kester Rattenbury(ed.), This is Not Architecture, Routledge, 2002,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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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lman)이 1960년에 찍은 사진들을 통해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야경의 거실을 

담은 2개의 거의 동일한 각도의 사진 이미지들을 비교해보면 건축에 대한 상반된 사

진적 재현을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건축물 자체를 담기 위해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으며 이는 건축 잡지 편집자들

이 선호하는 이미지이다. 반면 다른 사진에는 하얀 옷을 입은 2명의 여자가 의자에 앉

아 있는데 여기서는 건축과 라이프스타일을 모두 담아내려는 사진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다.119  그러나 라이프스타일을 언급한 이미지는 당시 주류 건축 미디어에서는 채택

되지 않는다.

[그림 2-5]  슐만(Shulman)의 케이스 스터디 하우스 #22 사진 이미지

: ‘No girl'(좌)과 ‘Two girls'(우) 

이와 같이 통상적으로 건축가들을 위한 묘사는 분석적이고 추상적이며 자기 참조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이는 구조의 기하학을 보여주기 위함이거나 일상적 사용의 흔적을 

배제하고 영속적인 질서를 보여주기 위해 또는 공간적 재현의 규범을 확립하고 건축 

디자이너라는 직능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목적을 갖는다. 마치 건축 

도면의 재현적 원칙들과도 유사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과 점유, 거주자와 라이프

스타일이 배제됨으로써 건축에서 구체적 사용과 경험에 기반한 일상이 배제되는 결과

119  [그림 2-5]는 Pierluigi Serraino, 'Framing icons : Two Girls, two audiences. The 
Photographing of Case Study House #22', in: Kester Rattenbury(ed.), This is Not 
Architecture, Routledge, 2002, p.128과 p.130 참조.



62

를 가져오기도 하며, 간극이 커질수록 건축가와 대중의 소통이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반면 일반 독자층을 위한 재현 방식 역시 나름의 특징을 갖는데, 전문가에서 소비자로 

대상이 바뀌면서 사진적 구성의 토대는 상당히 변화한다. 슐만의 경우 건축 사진가임

에도 불구하고 건축에서 배제되어 왔던 소품이나 사람들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그의 

목적은 점유를 제안하는 것이었으며 독자의 마음 안에 모던 홈에서의 안락한 라이프스

타일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즉 ‘소비’를 전제하는 재현이 더욱 강

조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시 일반 대중의 감각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철골의 모더니즘 건축을 가정의 분위기와 통합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중적 취향을 겨냥한 재현방식은 주류 건축문화에서 수용되기에는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린다.120  사실 이러한 이미지는 건축과 라이프스타일을 통합시킬 뿐 아니라 

건물이 창조된 목적인 사용자와 그 행위에 주요 관심을 두는 방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건축은 삶을 담아내는 배경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건축가들에게는 스케일 감각과 더

불어 공간의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비의 차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중이 선호하지 않았던 철골 모더니즘 건

축물에 안락한 가정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대입시키고자 하였던 것처럼 연출된 이미지

를 통해 의식의 전환을 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단순히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점유

에 대한 재현보다는 사회 엘리트 계층에 대한 묘사와 그들 계층에 어울리며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욕망의 대상인 소품들을 등장시키며,121  일반 대중 즉 사용자에게

는 사회적 계급이라는 욕망을 자극하는 수단이 된다.

“공간은 사회 엘리트 계층의 취향에 적합하게 연출되며, 그들에게 디자인은 

사회적 구별짓기의 수단이 된다. 대중지(紙) 건축 사진의 역사는 중산층과 상

120  케이스 스터디 프로그램(Case Study Program)을 지휘했던 '아츠 앤 아키텍처’(Arts & 
Architecture) 잡지의 발행인이자 편집자인 존 엔텐자(John Entenza)는 두 여인을 등장시킨 사진 
대신 구조물의 단순한 기하학과 건설 과정의 구축적 특성 그리고 주변 랜드스케이프를 향해 투명
하게 열린 내부 등을 강조하는 장식이 배제된 흑백의 사진 이미지들을 선택한다. 거주자나 그들의 
생활방식, 건축과 결부된 거주자의 경험 등을 유추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이미지들이다. 그러나 이
후 포스트 모던의 시대적 흐름은 건축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면서 경직된 기존 흐름
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21  Pierluigi Serraino, 'Framing icons : Two Girls, two audiences. The Photographing of 
Case Study House #22', in: Kester Rattenbury(ed.), This is Not Architecture, Routledge, 
2002, pp.127-1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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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층의 취향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122 

 

그 결과 등장하는 소품들은 단순히 공간의 구체적 점유 그 이상을 상징하는 기호가 되

며, 사진의 어휘는 건설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을 광고하는데 활용된다. 슐만의 

두 사진도 모두 실제 거주자가 입주하기 전의 시점에서 임시 가구와 가상의 거주자들

을 대상으로 한 연출인 것과 같이, 소비를 전제한 사진적 구성은 어떤 식으로든 실체

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상황을 가공하게 된다. 다만 그것이 실체와 어느 정도의 연관

성을 갖는가에 대한 차이의 진폭이 있을 뿐이다. 

특히 서구사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와 달리 교외 단독주택이 중산층의 이상적인 스위

트 홈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주택부족과 전후 호황

과 맞물려 미국의 경우 레빗타운(Levittown)과 같은 대량주택 공급업자들이 등장하며 

교외주택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레빗타운에서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실질

적으로 평면의 다양성은 기존보다 축소되었지만, 하나의 평면에 대응하는 여러 외부 

디자인을 제시하며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취향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이는 대량생산의 이점과 소비사회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를 나름의 방식대로 접목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브로셔에는 가전 기기와 첨단의 편의 시설 리스트와 

수영장이나 상점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정보를 언급한다. 또한 대량공급 주택

이면서 동시에 건축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대중에게 모더니즘 디자인을 소개하고자 했

던 아이클러 홈(Eichler home)은 주택에서 일어나는 생활 모습을 이미지를 통해 적극

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다.123   

케이스 스터디 하우스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된 아이클러 홈

도 역시 새로운 주택의 생산 기술 도입이라는 목적 아래 철골 주택 디자인을 대중을 

위한 대량공급주택으로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중의 선호와의 차이에서 오

는 갈등을 철골과 유리로 지어진 주택 이미지를 배경으로 공간을 점유하는 사람들의 

행위와 분위기를 부각시키면서 가족과 가정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브

로셔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이 같은 방식은 당시 잡지와 대중매체에서 활용

되는 방식이기도 하였는데, 가상의 거주자 이미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안락함과 

122  Pierluigi Serraino, 'Framing icons : Two Girls, two audiences. The Photographing of 
Case Study House #22', in: Kester Rattenbury(ed.), This is Not Architecture, Routledge, 
2002, p.128.

123  신은기·홍지학, 미국 근대 교외주택에서 인쇄매체에 나타난 이상적인 주택의 표현, 대한건
축학회논문집, 28권 1호, 2012.1, 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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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1950년대 레빗타운 부엌과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가전제품

같은 정서적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둔다.124  

소비자의 취향이나 시장체제의 입장에서 접근하기보다, 유럽 모더니즘의 새로운 기술 

적용 및 이를 위한 디자인에 비중을 두었던 케이스 스터디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슐만

의 사진에서 보여지는 건물에서와 같이 역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위해 구조체를 과장 

및 강조하기도 한다. 즉 구조라는 실체가 자신의 내적 논리의 틀에서 벗어나 욕망을 

담는 이미지의 생산을 위해 변형된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125     

특히 20세기 중반에는 2차 대전 전후의 물

질적 풍요와 가전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

동차 및 첨단의 가전 기기를 보유하고 사

는 생활 자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당시 첨단 기술을 누리며 사는 생활을 표

현하는 모던 하우스나 모던 리빙과 같은 

수식어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126  대중을 

위해 소비되는 교외주거 이미지로 잘 차려

입은 중산층 여성이 각종 가전제품과 설비 

및 캐비넷 등이 구비된 공간에서 포즈를 

취하는 풍족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이미지 

역시 이 시점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이다.127    

이와 같이 근대 엘리트 건축에서 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대상으로 전후 미국 교외주거

의 상품화된 주택에서도 이미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연출되고 조작된다. 즉 라이프

스타일이나 디자인 및 취향 혹은 당시의 최첨단 생산 기술 등의 광고를 위해 이를 극

대화하는 이미지의 사용방식이 이미 존재한다. 그리고 근대 이후 소비사회로 접어들수

124  신은기·홍지학, 미국 근대 교외주택에서 인쇄매체에 나타난 이상적인 주택의 표현, 대한건
축학회논문집, 28권 1호, 2012.1, p.18 참조.

125  이와 더불어 케이스 스터디 하우스 역시 소비사회에 걸맞게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 
취미 등을 고려한 공간의 계획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며, 오픈플랜과 아웃도어 리빙과 같은 당시 
대중이 선호하고 있던 계획 요소들을 극대화하여 제시하는 이미지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신은기·
김광현, 대중을 위한 프로토타입으로서 케이스 스터디 하우스 주택의 특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
학회논문집, 27권 9호, 2011.9 참조.

126  신은기·홍지학, 미국 근대 교외주택에서 인쇄매체에 나타난 이상적인 주택의 표현, 대한건
축학회논문집, 28권 1호, 2012.1, p.19.

127  [그림 2-6] 참조. Curtis Miner, Picture window paradise, in: Babara Miller Lane (ed.), 
Housing and Dwelling - perspectives on Modern Domestic Architecture, Routledge, 2007, 
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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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엘리트 건축과 일반 대중 건축의 경계 자체도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건축의 상품

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미지와 실체와의 괴리 혹은 조작은 더욱 심화된다.  

즉 근대 이후 이미지를 매개로 하는 미디어와 건축의 관계는 엘리트 건축에서 대중 건

축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와 지향점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건축의 영역에

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속성이다. 특히 대중 매체와 소비문화의 발달과 기술의 발전

으로 조작이 더욱 만연해지고 교묘해지면서, 이미지와 실체 사이의 관계는 근대 엘리

트 건축에서 그 이념의 전파에 이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비사회 대중 건축물에서

는 그 상품으로서의 노골적 판매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이 된다. 

또한 엘리트 건축의 사진 이미지가 결과적으로 근대적 이념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기능

하였듯이, 광범위하게 공유될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입되는 광고 이미지 역시 보

편적인 대중 즉 소비자에게 영향력 있는 의미체계를 형성하며 특정한 의식과 욕구를 

자극하게 되는데, 이 역시 새로운 실체를 생산하기 위한 잠재적 가능성과 관련을 맺는

다. 

다시 말해 소비사회에서 본격적인 상품화와 결부된 공간 이미지는 이미지가 놓이는 맥

락에 따라 다양한 관념을 전달하며 기술이 발전하고 자본의 논리가 공고해질수록 그 

실체와의 간극이 더욱 커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데, 이미지가 전달하는 관념과 

실체와의 간극의 크기에 따라 이미지는 새로운 요구를 잉태하며 향후 일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일상 자체를 소외로 이끄는 수단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2.4 소결 

일상은 사람들의 다채로운 삶을 담아내는 개념인 만큼 다양한 층위와 관점에서 해석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통상적으로 공유되는 가장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지속성 

등의 시간적 차원이다. 그러나 질적 속성에 있어서는 특별하지 않은 것 따라서 비천하

고 진부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공간적 차원에 있어서도 구체적 사건과 공간에 기

반한 실제적 경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상 자체는 다양한 층위들을 모두 포괄하는 가치중립적 개념으로, 다만 특정 

시점마다 그 저변에 존재하는 비가시적인 사회구조의 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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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상의 의미 역시 역사적으로 다양한 체계 및 이데

올로기와 결부된 채 변화하여 왔고, 시대에 따라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각기 다르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고정된 일상에 대한 개념보다는 해당 사회구조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특정 시점에서 외현화되어 나타나는 일상에 대한 해석이 의미 

있는 것이다.   

건축 특히 주거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상을 그 토대로 삼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지만, 일상이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는 것처

럼 공간 역시 순수하고 객관적인 영역이 아니며 그 시대의 관념이 반영된 ‘사회적으

로 생산된’ 산물이다. 따라서 현 시점의 일상과 도시주거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구조

적이고 이념적인 토대를 살펴보는 작업은 필수적이며, 이는 이후 3장에서 논의할 국내 

도시주거의 생산과 소비의 차원과 결부되어 그 이론적 근거가 된다. 

또한 근대 이후 현대로 접어들수록 기술의 발전과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영향 하에서 

일상은 구체적 시공간이라는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세계 내부로 한정되지 않으며 그 범

위가 더욱 확장되어 나타난다. 그 결과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사용과 경험의 차원 이외

에도 이미지가 전달하는 특정한 관념이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건축에 있

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근대 이후 공간은 구체적 실체로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욕망을 담은 이미지로서 확산된다. 

그리고 이미지는 미디어와의 관계 속에서 작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대 대중 건축뿐

만 아니라 근대 이후 엘리트 건축 역시 이념의 전파와 확산을 열망함으로써 건축의 상

품화라는 맥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상품화가 엘리트 건축의 경우는 이론과 비

평의 차원으로 나아갈 것이고 대중건축의 경우는 광고와 소비자와 관련된 논의로 더욱 

확장되겠지만, 엘리트 건축과 대중 건축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화 

경향과 이를 위한 이미지의 활용은 이제 자본주의 하에서 건축의 일반적인 존재양식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건축에서 발생하는 미디어와 이미지의 관계, 시각적이고 수사학적인 기교와 설

득의 기법 등은 사물의 실체와 그것의 이미지 나아가 건축(arthitecture)과 건축적인 

것(architectural) 사이의 경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일상의 경계 확장으로

도 이어진다. 이미지를 통해 건축에서 실제적 삶과 사용의 차원이 배제될 수도 있고 

잠재적 가능성과 욕망을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실체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듯이, 

일상에 있어서도 인간적이고 긍정적인 함의를 갖는 일상적 삶의 구현으로 이어지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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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소외로 이끌 수도 있다.   

이처럼 해당 시대의 사회구조뿐만 아니라 근대 이후 사회구조에 기반하여 발전된 이미

지와 실체의 다양한 메커니즘 역시 일상과 공간 내부로 침투하며 사람들의 삶에 영향

을 미친다. 그리고 이는 국내 도시주거라는 공간과 그 안에 담겨지는 일상과도 관련을 

맺으며 이를 위한 논의의 토대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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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도시주거 유형의 단일성 : 생산과 소비의 이원화

국내에서 아파트단지라는 주거유형은 초기부터 중산층 가족을 위한 이상적인 도시주거 

유형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층과 가구 유형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거주 양식으로 정착되어 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구 선진국에서 단독주택이나 타운

하우스 등이 중산층 가족을 위한 일반적인 주거유형으로 인식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

적이다. 

[그림 3-1]  2005년 11월 파리 폭동의 진원지인 방리유(좌)와 우리나라 아파트 경관(우) 

특히 그 중에서도 고층고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서구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

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주요한 주택공급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는 

사실에 한국적 특수성이 자리한다. [그림 3-1]과 같이 2005년 11월 파리 폭동의 진

원지인 방리유의 도시 전경과 우리나라 아파트단지 경관의 유사성을 통해서도 이를 확

인할 수 있다.128  

128  대도시의 교외, 변두리 등의 뜻을 가진 방리유에는 대부분 10-20층 규모의 공동주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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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처럼 국내 도시주거가 고층고밀의 아파트단지 유형으로 단일화되어 진행되는 

현상의 이면에는 공간이 중립적인 범주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라는 르페

브르의 주장처럼 사회구조에 의한 정치 및 자본의 논리가 개입되어 있다. 이는 생산과 

공급의 영역 그리고 소비와 수요의 영역에서 아파트단지라는 도시주거 유형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에 투영된 생산과 소비의 사

회구조적 논리는 그 안에 담긴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며 소외로 이끌 가능성 역시 내재

한다. 

따라서 3장에서는 2장에서 다룬 사회구조의 이념적 토대를 근거로 국내 도시주거의 

생산과 소비를 논의함으로써 아파트단지가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

보고자 하며, 이러한 생산과 소비의 논리에 기인한 도시주거 상품화 경향은 4장에서 

국내 도시주거와 일상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진다. 

3.1 국내 도시주거 유형의 단일성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한국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가 도시주거의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며,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힘들게 노동에 전념해야 

하는 현실 역시 대한민국의 평범한 도시민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 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이러한 현실과 달리 서구에서 아파트는 흔히 도시 폭력의 상징으로 통한다.

“1989년 시장경제 도입으로 용광로처럼 달아올랐던 동유럽 체코슬로바키아

로 취재를 갔을 때 일이다. 시장 시스템 도입 초기,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

리되기 이전이었다. 중형 버스를 타고 수도 프라하에서 동쪽의 국제무역박람

회 도시 부르노로 이동하던 중, 안내자가 농담을 섞어 말을 건다. ‘조금 더 

가면 도시의 흉물이 하나 나옵니다. 궁금할 텐데 주의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

다.’ 이토록 아름다운 도시에 웬 흉물? 하며 궁금해 하고 있는데, 그가 바

HLM.(서민임대주택)이 건설되어 있다. 196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방리유에는 서
민층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스포츠센터, 공공복지시설 및 상업 중심단지 등도 동시에 건설되었다. 
방리유 정책은 정책입안자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방리유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방리유 자체의 자
급자족구조를 만들어 오히려 빈곤층을 방리유 안에 가두어버리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 “프
랑스 소요 사태, 우리에게도 ‘강건너 불’ 아니다”, 프레시안, 2005년 11월 8일자. 강식·김성
주, 아파트 문화 계속될 것인가, 이슈&진단, 경기개발연구원, 2011.9.7(제17호), p.9에서 재인용.



70

로 저것이라며 어느 언덕 기슭에 있는 건물을 가리켰다. 한 동만 우뚝 세워

진 7층짜리 아파트였다. 프라하의 멋진 건축물을 방금 지나온 탓인지 아파트

는 진짜 험상궂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자본주의 시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갑자기 주택 부족 현상이 발생해 그 대책으로 급조해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자들과 환경보호론자의 반발에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포

기하고 그냥 빈 집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로 주택 부족을 해결

하자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상징물 같은 것이죠.’”129    

시장경제를 도입하던 초창기에 수많은 경제사회적 어려움에 부딪히면서도 성냥갑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인 아파트로 주택난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들의 도시와 건

축에 대한 철학은 한국 사회 전체가 아파트에 열광하는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의 사례와 같이 아파트 한 동이 아니라 서구에서는 더욱 

혐오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득세한다. 

국내에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서구 근대화 과정과 

유사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밀집된 도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 공동주택 시장에서 주목할 점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일 만큼 주거 유형에 있어서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어, 나름대로 국내방식으로 

토착화된 서구 스타일인 ‘아파트’130 라는 유형이 사실상 전국토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 도시화는 행정구역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89.51%에 이르렀으

며 도시계획구역 인구를 기준으로 한 도시화율은 90.77%이다.131  또한 우리나라 전

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 비율은 2005년 현재 53.04%이며132 , 서울의 경우 2009년 현

재 56.77%에 이른다.133  심지어 2005년에는 아파트의 공급이 단독주택의 15배로 정

129  허의도, 낭만 아파트, 플래닛 미디어, 2008, pp.194-195.

130  법적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조.

131  행정구역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도 1989년에 이미 80%를 넘어섰으며, 2005년도에 이르러
서는 도시계획구역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90%를 초과하기 시작하였다. (행정구역기준 도시인구 - 
행정구역상 읍 이상 인구, 도시계획구역 기준 도시인구 - 도시계획 구역 내 거주하는 인구). 국토
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 도시/도시계획현황 > 도시화추세 (연도별)  

132  전체 주택수 - 12,494,827호, 아파트 - 6,626,957호.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 건설
주택토지 > 주택 > 주택총조사 > 주택의 종류별 주택 - 읍면동 (각 해당연도)

133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5년도에 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단독주택공급의 상대적 저조에 힘입
어 아파트가 단독주택의 약 15배에 달하는 공급기록을 세우며, 서울시 아파트 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며 54.21%에 달하게 된다.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 1동으로 집계한 기존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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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주택유형별 주택호수 변화추이 (1975-2005년)

점에 이른다.134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이 도시이며, 아파트는 도시생

활의 전형적인 주거 유형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파트라는 주택유형의 증가는 특히 1990년대를 기점으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1988년 시점부터 급격한 주택가격의 폭등이 있었고 아

파트의 고층화와 고밀화가 가속화되었으며 건설량도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한다. 또

한 당시 주택은행에서 실시하던 ‘희망하는 주택유형’으로써의 아파트 선호도도 이 

시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한다.135  

에 의함) 서울특별시, 서울통계 > 주택건설 > 주택 > 주택현황 및 보급률 

134  2000년 이후 전국적인 주택공급을 살펴보면, 2005년 아파트 공급은 415,511호이며 단독주
택(다가구 포함)은 27,799호로 무려 아파트가 단독주택의 15배에 달한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단
독주택 공급은 증가하였으나 민간주택 아파트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2010년 현재 4.46배 (아
파트 공급 - 276,989호, 단독주택 - 62,178호) 까지 좁혀지고 있다. 이는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 속에서 2006년 정점에 달한 국내 부동산 시장도 동반 침체하며 주택개발사업이 크게 감소
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연보 > 주택 > 주택실적통계 > 주택건설실적총괄

135  강인호·강부성·박광재·박인석·박철수·이규인, 우리나라 주거형식으로서 아파트의 일반
화 요인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9), 1997,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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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아파트의 증가세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반면, 단독주택

은 감소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략 2000년도 무렵부터 주택 재고량에 있어서

도 아파트가 단독주택을 상회하기 시작하였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간격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136  

그런데 현재의 주택시장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90년대 이후, 즉 과거 70-80년대와 같

은 심각한 주택부족 문제에 처해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주택유형별 공급비율이 더

욱 경직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137  한국에서 아파트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역사적인 현상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매우 

높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이처럼 단기간에 아파트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한 나라가 

없다.

물론 서구에서도 산업혁명 이후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대적 의미의 아파트

가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2차 대전 이후에는 제3세계 국가들에도 도시의 불법 건축

물 철거나 도시빈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아파트 주 수요층의 성격과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도,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발

전 등에 있어서는 우리와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서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아파트가 복지 제도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전개

되었으며, 아파트 확산이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층 아파트로

부터 고층아파트 다시 저층고밀로의 변화가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수용하며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즉 서구 국가들의 경우 산업혁명 이후부터 공동주택이 건축되기 시작하여 공동주택의 

역사가 우리보다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층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과 계획

가들의 의식전환 및 탈근대적 건축운동 등의 여파로 저층고밀형 주거 개발로 전환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서구의 공동주택 개념에는 고층아파트 외에 저층 연립주택도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다고 해도 우리와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 

136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1975년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약 90%)은 단독주택에
서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부터는 아파트 
가구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으로 대략 2005년부터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
구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를 추월하게 되었다. [표 3-1] 참조. 고세범 외, 우리나라 주택유
형 비율의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6(8), 2010, p.47.

137  고세범·안건혁, 우리나라 주택유형 비율의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6(8), 2010, p.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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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요인

정책적 요인
- 대량주택 공급 중심의 주택 산업화 정책

-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시장 (선분양 체계)

경제/사회적 요인

- 부동산(특히 아파트)에 몰린 민간 투자

- 아파트의 환금성 및 가격상승률

- 아파트 거주민의 계층화

- 아파트 주거환경의 폐쇄성

계획적 요인
- 기능주의와 산업 시스템적 주택 계획

- 단독주택 대비 공간적 차별성과 유지관리성

주택 가선호 현상
- 아파트 외 주택유형에 대한 평가절하

- 공급편중에 따른 다양한 선택기회 박탈

[표 3-2]  주택 유형 획일화 요인 - 봉인식 외 (2006) 

반면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서구의 근대적 도시주거 유형을 도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수요의 계층적 성격 등 그 실제적 속성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서구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 차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발전과정에서 아

파트가 도입된 반면, 국내에서는 초기부터 중산층을 위한 주거유형으로 도입되었다. 

국내에서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야 빈약하나마 비로소 도입

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아파트 단지의 수요계층이 중산층을 넘어 전 계층으로 확

산되면서 계층 간 주거지 분리도 심각한 실정이다. 

사실 하나의 주거양식이 도입되고 확산되는 과정은 복잡한 층위를 거치며 이루어지는

데, 기존 연구에서도 국내 도시주거 유형의 단일성을 다양한 관점과 차원의 요인에 근

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봉인식 외(2006)138 는 다음과 같이 정책적, 경제/사회적, 계획

적 요인 등의 맥락에서 아파트 획일화 요인을 분석한다. 

반면 강인호 외(1997)139 는 정부의 양적 확대정책이나 가수요적 투기상황 등의 요인

을 중요시하는 정책적·경제적 측면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자 하며, 가장 강력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온 아파트가 가장 일반적인 주거형식으로 자리 잡아 왔다는 역설

적 사실에 주목한다. 만약 수요자들이 생활환경상의 부적절함을 인식하고 이를 주된 

주거형식으로 수용할 의사가 없었다면, 아파트가 일반화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138  봉인식 외, 주체분석을 이용한 주택유형 다양화에 대한 실제적 접근, 국토계획, 41(4), 
2006. 고세범·안건혁, 우리나라 주택유형 비율의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6(8), 2010에서 재인용.

139  강인호 · 강부성 · 박광재 · 박인석 · 박철수 · 이규인, 우리나라 주거형식으로서 아
파트의 일반화 요인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9),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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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요인

주거환경조건

생활편의시설
-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휴게소, 주차장 등은

  단독주택에 비하여 양적으로도 접근성으로도 우위

주택의 설비수준
- 입식부엌, 온수욕실, 수세식 화장실 등 생활편의

  시설의 평균적 제공력은 아파트가 월등히 우수

주차시설
- 아파트는 사업승인을 통해 법정 주차대수 이상 

  확보 (단독주택은 이면도로 주차에 한계)

생활공간 

(옥외공간)

-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전체 옥외공간 공유, 

  동시사용률 30-40%까지는 단독주택보다 우위

프라이버시 

및 경비

- 프라이버시와 방범 문제에 있어 유리

  (특히 경비문제는 방범 외에도 각정 물건의 전달,

  출입열쇠의 보관, 주차관리 등 두드러진 장점)

유지관리 용이성
- 난방, 하자보수 등의 문제를 전문직능 관리요원들이 

  관리하므로, 거주자 부담 없는 것이 상당한 장점

주택가격
- 초기 아파트는 단독주택에 비하여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가,

  60년대 말부터 70년대를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정착

[표 3-3]  아파트의 일반화 요인 - 강인호 외 (1997)

취한다. 

그 결과 수요자 입장에서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생활환경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함으로

써, 기존에 비판 일변도로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의 장

점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는 계획적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기존의 주도적인 주택유형이었던 단독주택과의 경합과정에서 상대적인 장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140  

강인호 외(1997)에서 지적하듯이 단독주택에 대한 아파트의 상대적 우월은 아파트의 

일반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으로는 아파트가 법

규적 뒷받침을 받아 계획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문 단독주택에 비하여 상대적 우위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

로 작용한다.141  또한 대형 주택건설업자들이 아파트 개발에만 집중하면서 단독주택과 

140  강인호 외(1997)에서는 국가를 여러 이해세력들이 갈등, 대립하고 타협을 이루는 장으로 보
고, 국가 행위인 정책은 어떤 사안을 둘러싼 이해세력들이 국가라는 장에서 갈등, 대립하고 타협
한 결과임을 지적한다. 즉 하나의 사회세력으로서 수요자의 아파트에 대한 수용의사와 수용력은 
정책추진에 있어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합리적 사회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지극히 타당한 논리이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부정책이 - 특히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 실수요
자보다는 국가권력과 자본의 논리, 즉 소수의 논리에 더욱 치중하여 발전되어 온 것 역시 사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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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요인

경제효율성

국가의 

정책적 효율성

- 공급자로서 국가역할

- 조정자로서 국가역할

기업의

생산의 효율성

- 아파트 생산의 경제성

- 아파트 생산에 대한 각종 지원

소비자의

투자의 효율성

- 높은 가격상승률로 인한 자산의 증식

- 자산가치의 안정성과 환금성

생활편의성

설비 및 편의시설

- 주택설비수준

- 생활편의시설

- 주차의 편리

관리 및 안전성
- 주택관리 용이성

- 안전 및 외출 용이성

교육환경 - 교육환경의 질적 우수성과 접근성

사회심리성

(양향적 성향)

프라이버시성과 과시성
- 가족단위의 내밀성 및 익명성

-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상징성 

동질성과 차별성
-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의 동질성

- 동질하지 않을 경우 차별화를 희망

협조성과 경쟁성
- 소극적이나 공동체의식 형성, 높은 담합성

- 자산증식과 자녀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기능성과 독점성
- 특히 개인 전용공간의 기능성 극대화

- 단지 내 거주자들의 독점적 시설 이용

[표 3-4]  아파트 확산요인 - 천현숙 (2002) 

아파트단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계획적 차원과 

소비자 선호의 이면에 존재하는 자본의 논리와 이로 인한 일상의 소외 가능성에 대해

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천현숙(2002)142 의 경우에는 국가, 기업, 소비자의 아파트 선호요인을 규명하고 

특히 거주자의 심리와 가치관 등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아파트 확산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141  단독주택 지역이 계획적으로 개발되어지는 경우는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일단의 주
택지 조성사업 등의 방식에 의해 조성된 지역 정도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자연발생적인 주거지가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당시 계획 여건상 충분한 편의시설이 구비되지 못한 채로 개발되어 상대적으로 아파트 지역에 비
하여 편의시설 면에서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142  천현숙, 아파트 주거문화의 특성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 아파트 주거의 확산 요인을 중심
으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76

이를 위해 경제효율성, 생활편리성, 사회심리성이라는 연구의 틀을 설정하여 세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아파트의 일반화를 파악하였다. 특히 아파트 선택 요인을 아파트

의 편리성과 경제적 장점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며, 아파트 확산과 아파트 생활

양식의 정착을 문화적 현상으로 보고 내적 문화요인으로서 사회심리적 특성이 규명되

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심리적 특성은 아파트 확산의 원인이기 이

전에 아파트 확산이 일반화된 이후의 결과로서 확산을 더욱 가속화 혹은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아파트 확산 및 일반화 요인에 대한 기존 문헌들은 다양한 층위에서 아파트

라는 주거유형의 단일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으나, 그로 인한 도시주거에서의 

일상적 삶과 소외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아파트단지가 생산과 소비 차원의 사회구조 논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아파트의 확산에는 국내 사회구조 그리고 지향가치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나아가 

주거의 유형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다룬 사회구조의 이념적 토대를 근거로 국내 도시주거의 생

산과 소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즉 생산의 영역에서는 서구적 합리성에 기반한 산

업사회의 표준화된 대량생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비의 영역에서는 도시주거 유형

이 상품화를 통해 소비문화의 맥락에 놓이게 됨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산과 소비의 메커니즘은 아파트단지가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나타나는 이유로도 귀결

된다.  

3.2 생산과 공급의 영역 : 표준화된 대량생산 주거유형의 도입

국내 아파트단지의 생산과 공급은 서구 근대 산업사회에서 합리주의의 대두 및 산업혁

명 이후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의 대량공급과 관련된 일련의 흐름 속에서 그 원류를 찾

을 수 있다. 즉 효율성143 과 경제성을 위시한 산업사회의 서구적 합리성 개념은 근대

화 과정에서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의 도입을 통해 한국의 도시주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143  효율성이라는 용어는 효율성 그 자체의 개념보다도 무엇을 지향하는 효율성인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근대는 철저하게 기계모델에 입각한 효율성이었고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효율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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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오늘날 한국사회 전역에 걸쳐 보급된 단지형 아파트의 원형이 된 마포아파트 준공현장 

축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거문화를 무엇보다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

이라고 전제하고, 생활혁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당시

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의식주 생활은 너무나도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인 면이 

많았음은 세인이 주지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생활혁명이 절실히 요청되는 

소이가 있으며 현대식 시설을 갖춘 마포아파트의 준공은 이러한 생활혁명을 

가져오는 한 계기가 되어 (...)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각광을 받고 건립된 본 

아파트가 혁명 한국의 상징이 되기를 (...)”144 

합리성과 경제성에 기반한 서구의 근대적 대량생산 주거공간 개념은 당시 생활수준의 

개선과 부족한 주택의 양적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였던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

면서 별다른 검토의 시간도 없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게 된다. 여기에 민간자본에 의존

하는 주택공급정책이 추진되면서 국내 아파트 건설과 공급은 권력과 자본의 논리가 우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3.2절에서는 아파트 공급대상과 주거생산방식, 계획의 지향가치와 주거공간특

성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도시주거가 생산과 공급의 관점에서 근대 산업사회의 표준화

된 대량생산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의 차

원은 3.3절에서 다룰 소비의 영역과도 맞닿으며 두 영역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파트단

지를 확산시키고 도시주거의 일상을 지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근대적 합리성 개념과 공간 생산방식이 거주자의 취향이나 라이프스타일을 배

제하고 다양한 색과 결을 갖는 일상을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기능과 효율의 차원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양적이고 획일적인 가치에 의해 지배되도록 종용한다는 것이며, 그 결

과 사생활 강화 및 편리함이 도시주거에서 가장 가치 있는 요소이자 미덕으로 자리하

게 된다는 사실이다. 

144  공간, 1989년 4월호,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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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아파트 공급대상 : 사용자/거주자 개념의 보편성

모든 도시와 건축의 계획과 설계에는 막연하게라도 그러한 공간을 사용하리라 예상되

는 사용자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파트 공급주체 역시 공급을 위한 대상을 설

정하고 그에 맞는 생산을 계획하게 된다. 따라서 공급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라는 

초기의 고민은 다른 순차적 문제와 연계되며 파급적 영향력을 갖는다. 

서구에서 건물을 점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혹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보편적이고 추

상적인 용어인 ‘사용자’(user)는 모더니스트 담론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한 어휘 

중 하나이다. 그 기원은 1945년 이후 서유럽 국가에 복지국가 프로그램이 도입된 시

기와 일치하며,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에 널리 퍼졌다. 복지국가 시절에 등장한 

이 용어에 대한 최초의 공격 중 하나는 르페브르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용자라는 단어는 뭔가 막연하고 수상한 느낌을 풍긴다. 도대체 무엇의 

사용자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 거주자란 단어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란 

단어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어느 누구도 의미하지 않는다.”145 

르페브르는 도시계획가, 사회공학자, 전문가, 기술자 등에 의해 공간은 특정 용도로 

개념화된다고 보고, 이를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 of space)이라고 정의한

다. 이는 공간을 심리적 추상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구성원들로부터 공간의 생생한 

체험을 박탈해 놓고 나서, 그 공간의 거주자들마저도 하나의 추상으로 둔갑시켜 거주

자들이 공간 속에 있다는 사실마저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146  

에이드리언 포티(Adrian Forty) 역시 사람들을 그냥 ‘사용자’라고 지칭함으로써, 

그들의 불일치하고 비순응적인 개별성을 박탈하고 그 대신 동질적인 일체성을 부여한

다고 주장한다. 

145  Henry Lefebvre (translated by Donald Nicholson-Smit),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 Blackwell, 1991, p.362.

146  Henry Lefebvre (translated by Donald Nicholson-Smit),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 Blackwell, 1991, p9. 그러나 사용 혹은 사용자가 르페브르에게 전적으로 부정적인 개
념만은 아니었으며, 그의 궁극적 목적은 사용자가 공간을 다시 차지하여 그것을 사용자의 것으로 
만들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점유와 사용은 (...) 교환과 지배에 대항하는 개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Henry Lefebvre (translated by Donald Nicholson-Smit),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 Blackwell, 1991, p.368와 신승수, 사용자 중심의 중층적 공공성 실현을 위한 건축 디
자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0 참조. 즉 일상의 개념처럼 사용과 사용자 역시 그 맥락과 
배치에 따라 다른 함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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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거주자, 고객 대신에 ‘사용자’를 선택한 것은 불우한 사람들 혹

은 힘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는 함의를 강하게 풍긴다. 그러니까 건축가

의 주택 구상에 기여할 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게다가 ‘사용자’

는 언제나 미지의 사람이다. 이 때문에 현상적 실체가 없는 허구 혹은 추상

이다. ‘사용자’는 구체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거부한다. 사용자의 신원, 

직업, 계급, 젠더, 살고 있는 역사적 시기 등이 밝혀지면 그것은 더 이상 카

테고리가 아니다. 그 추상적 일반성이 박탈되면 ‘사용자’의 가치는 붕괴한

다. 사용자라는 카테고리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각종 차별을 무시하면서

도 건물의 거주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147 

서구에서의 사용자 개념은 복지 개념과 함께 대두되면서 학교와 병원 그리고 주택 등

의 공공 부문의 공사와 관련되어 불우한 사람들 혹은 힘없는 계급을 모두 포괄하는 함

의를 내포하고 있다. 즉 서구에서는 사용자 개념을 통해 실제로 계층 간의 차이가 그

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 못지않게 동등한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다

는 이상적 믿음을 갖게 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평등을 향해 사회가 급속히 나아간

다고 주장하려는 복지국가 민주주의 방식에 건축업이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 

20세기 초반 근대운동 역시 도시주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노동자 주거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여러 가지 개념과 계획들이 제시되면서 이러한 사용자 개념에 기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근대건축운동은 ‘인간의 신체기관은 모두 같고 기능 또한 같으므로 모든 

인간의 요구는 같은 것’이라는 전제 하에 주거에 대한 인간의 모든 요구를 단순화시

켰다. 근대건축에서 주거의 의미는 무엇보다 평균적 인간을 위한 평균적 주거의 공급

이라는 기본틀 속에서 아파트의 확산을 통해 주거의 양적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

적을 두었다. 따라서 당시 근대 건축가들은 주거에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공간의 효

용성과 안락함 그리고 적절한 설비로 축소해서 설정하였기 때문에, 문화적이고 사회적

인 요구는 반영될 여지가 없었다.148  

“특히 저소득층 및 노동자 계급은 그들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배경의 차이

에 관계없이 동일한 집단으로 설정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위한 주거형식

은 동일한 논리에 의해서 계획되고 제시되었다. 주거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147  Adrian Forty, Words and buildings : A vocabulary of modern architecture, London: 
Thames and Hudson 2000, 이종인 옮김, 건축을 말한다, 미메시스, 2009, p.518.

148  손세관, 도시주거형성의 역사, 열화당 미술선서, 1995, 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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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화·세계화됨으로써 그에 대한 건축적 해결도 보편화되었고, 하나의 주

거유형을 반복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집단의 주거에 대한 요구도 자연히 해결

될 수 있었다. 대중을 위한 주거유형은 단순한 도식에 의해 산출되었으며, 나

중에는 단지 건축의 밀도와 높이를 결정하는 정도의 문제만 남게 되었다

.”149  

그리고 이와 같이 범주화된 사용자 개념은 표준화가 가능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동선

도출과 같은 시도 등을 통해 더욱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즉 포디즘적인 과학적 합리

성에 근거한 공간계획으로, 사용자 개개인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와 행위를 추상

적 개념아래 소거시키는 방식은 정당화 되었다. 

반면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영구임대주택이 일부 공급되었을 만큼 주거복지 정책

이 사실상 전무했던 국내에서의 사용자 혹은 거주자 개념은 상품주택의 등장과 함께 

의미를 갖는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박정희 정부는 대한주택영단을 ‘대한주택공

사’로 개편하고, 서구에서처럼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의한 사회주택 혹은 영구적 임

대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가가 기업적 방식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자 하였다. 따라서 아파트 건설 초기에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사실상 민간부

문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정부 주택의 일관된 흐름은 잘 팔리는 집을 대량으로 

건설하여 판매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었다. 

이처럼 국가가 기업적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하면서, 사실상 국내의 도시주거는 자본과 

권력의 논리에 온전히 내맡겨진 채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이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라 ‘건설 산업’150 의 성격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따

라서 ‘기성주택’ 혹은 ‘상품주택’으로서의 아파트는 그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무난한 스타일의 범용적인 주택”151 을 이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표준적이고 획

일적인 행동양식을 갖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사용자 혹은 거주자 개념을 상정하게 되

었고, 과학적 합리성과 표준화를 위해 환원된 행동 분석이라는 기능주의 모델에 입각

하여 획일적인 공간모델을 정립하게 된다. 

그 결과 지리적 위치나 맥락이 달라도 아파트단지의 형태적, 공간적 특성은 전국 어느 

곳이나 동일한 모델을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비단 내부공간뿐만 아니라 외관이

149  손세관, 도시주거형성의 역사, 열화당 미술선서, 1995, p.282.

150  임서환, 주택정책 반세기 : 정치경제환경 변화와 주택정책의 전개과정, 기문당,  pp.40-43. 

151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 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 이숲, 2009,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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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지구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새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에 들어가 정보를 찾았다. (...) 내가 찾

는 것은 32평형 아파트다. 평형이 32평형이라는 것은 전용 공간이 25.7평 

내외라는 말이 된다. 그리고 방은 세 개라는 말이 된다. 그 세 개의 방 중 

하나는 좀 크고 나머지 두 개는 상대적으로 작다. 세 개의 방들은 거실이라 

불리는 마루를 가운데 두고 빙 돌아가며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거실은 대개 

부엌과 붙어 연결되어 있다. 32평형 아파트는 부엌과 거실을 구분 짓는 문이 

나 있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누가 그렇게 정해 놓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

지만 별로 예외가 없다. 화장실은 하나일 수도 있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두 개일 수도 있다. (...)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면 

계단이 나타나고,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고 있다. 그것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

오면 한 건물 혹은 두 세 건물에 하나씩 담당 경비실이 있고, 아파트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실이 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

터가 적어도 한 둘쯤 있는 곳이 많다. 그렇지 않은 곳도 물론 적지 않다. 그

리고 주차장이 있다. (...) 너무 쉽다. 너무 단순하다. 너무 똑같다.”152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평형대의 크기에 따라 스케일의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 아파트

의 공간 구성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는 부부에 아이가 하나 혹은 둘인 3인 또는 

4인 단위의 핵가족이라는 보편적 거주자를 상정한 데 기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단위세

대 모델을 표준화된 이상으로 정형화시킨 후 대량생산 시스템에 맡기는 것이다.

[그림 3-2]  전형적인 32평형 계단실형 기본형(좌)과 42평형 계단실형 기본형(우) 

152  송도영, “우리에게 아파트란 무엇이었는가”, 공간, 2003년 9월호,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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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조에 따라 주거 유형이 달라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사실이나 우리나라 아파트에

서 이는 거의 무시되어 왔다.153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아파트가 급속하게 증가한 

시기로서 이 시기에 핵가족 비율 역시 증가하여 왔는데, 1985년 71.5%였던 핵가족 

비율이 1995년에는 80.9%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판단하

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평면구성 자체가 핵가족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확대가족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주거유형이기 때문이다. 

즉 전통사회의 주택처럼 세대간·남녀간 공간이 분할되어 있는 주거형태에서는 가족 

간의 긴장관계가 주택 내에서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었지만, 아파트처럼 모든 공간이 

쉽게 연결되는 주거형태에서는 이러한 긴장이 조절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아파트는 

확대가족에게 적합한 주거유형으로는 한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1-2인 가구나 다양한 

형태의 가구구성을 수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핵가족이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나게 되면 마땅하게 

주거지로 선택할 대안이 거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아가 설령 핵가족이라고 하

더라도 그 개념은 모든 핵가족에게서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교집합인 최소한의 

기능적 요구사항만 갖는 거주자 단위로 축소됨으로써, 각 개인 혹은 가족 고유의 개성

이나 차이, 창조적 욕구 등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택에 거주할 사람이 주택의 설계와 시공과정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의 기회도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주택에 거주할 

사람들은 결국 불특정 다수 혹은 익명의 사용자로만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전제 위에

서 범용성을 추구하는 주거의 대량생산 방식은 생활양식까지도 유형화하며 획일적인 

주거문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즉 거주자의 보편성은 불특정 다수가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생활내용의 수용으로 이어

지고 주거공간의 표준화로 귀결된다. 단위공간의 반복생산을 위해 평면이 표준치수에 

맞추어 구획되고, 그것을 시공하기 위해 규격화된 부재를 사용하는 것 역시 당연한 수

순이 되었다.

국내의 아파트 주거유형은 근대건축의 표준화된 대량생산 공간모델을 도입하여 적용함

153  [그림 3-2]와 같이 대부분의 단위세대 공간구성은 보편적 핵가족 사용자의 양식화된 삶을 
담는 유사한 방식을 취한다. [그림 3-2]는 전남일, 한국 주거의 공간사, 돌베게, 2010, p.331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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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그 공간모델 안에 내재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사용자 개념까지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 개념이 삶의 질보다 기본적 생존이 우선이었

던 아파트 도입 초기에는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었으나, 20세기 후반 

이후 비슷한 상황이 여전히 반복될 때에는 그러한 생산과 공급의 방식으로 인하여 일

상은 소외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3.2.2 주거생산방식 : 물량주의와 표준설계

흔히 좁은 국토와 인구과밀이 대표적인 아파트 공화국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국토가 좁은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아파트 천국이 아니며, 일본 도쿄의 경우도 아파트 

비중이 2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154  결

국 밀도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밀도에 대응하는 공간조직 방식에 대한 문제이

며155 , 자본주의와 이를 구현하는 각 지역과 시대의 자본 및 권력의 논리에 기인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림 3-3]  헥타르(hectare, 10,000㎡) 당 75가구가 배치된 3가지 유형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층고밀의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전원도시와 대규모 공동주

택을 결합한 복합적 양식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페리(C. A. Perry)의 근린주구이론 

모델과 함께 도시계획의 수직적 발전을 지향하는 모델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흔히 서구에서 아시아로 도시모델과 주택모델이 옮겨가는 과정은 의미의 어긋남 내지 

변형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오늘날 아파트단지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과 녹지를 확보

154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 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 이숲, 2009, pp.47-48.

155  [그림 3-3] 참고. Meta Berghauser Pont·Per Haupt, Spacematrix : Space, Density 
and Urban Form, NAi publisher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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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고층 주거양식을 권장한 르 코르뷔지에식 현대건축이론 사이에는 강남개발

에 도입된 미국식 격자 모양 등 효율적 생산을 위한 다른 여과장치들도 개입되었

다.156 

즉 건축이나 도시계획 철학 등의 이론적 측면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주택

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론이 더욱 중요했음을 알 수 있는데, 발레리 줄레조에 

의하면 결국 아파트단지가 대량생산되는 과정에서 “건축이론은 실제 아파트단지를 탄

생시킨 기술상의 필요에 자리를 양보”157 했던 것이다. 이는 결국 자본과 권력의 논

리, 즉 생산과정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공급과정에서 가장 우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생산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강조는 1972년의 주택건설촉진법과 1980년의 

택지개발촉진법에서의 ‘건설촉진’과 ‘개발촉진’ 등의 용어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아파트 위주의 주택정책은 한국사회에서 아파트가 단기간에 대규모로 보급되고 확산되

게 된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1950년대 후반 한국 전쟁 이

후의 도시과밀화로 주택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자, 아파트를 단독주택의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시키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국민이 싫어하더라도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바 있다.158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 효율적 대량생산 정책이 악성화되어 나타나는데, 설계기간 

단축과 설계비 감축을 내세우며 주거동을 기계적으로 찍어대는 표준설계방식은 보편화

되었으며 달동네들을 고층 아파트단지로 삼켜버린 합동재개발 제도 역시 이 시기에 등

장하였다. 또한 개발을 부추기는 각종 규제완화 속에 고층고밀도 주거단지가 보편화되

며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가 가속화된다. 

그 결과 주택의 대량생산은 비로소 아파트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는데, 성냥갑 같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가장 효율적인 주택공급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신

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려면 아파트를 규격화하는 방식이 경제적으로 유리하였

으며, 같은 설비와 자재를 여러 건설현장에서 돌려가며 쓸 수도 있었다. 

지을 때마다 다시 새로 설계할 필요도 없었는데, 대한주택공사는 1982년부터 소위 

156  발레리 줄레조 지음, 길혜연 옮김, 아파트 공화국 - 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후마니타스, 2007, p.165.   

157  발레리 줄레조 지음, 길혜연 옮김, 아파트 공화국 - 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후마니타스, 2007, p.165. 

158  경향신문, 1991년 1월 26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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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본설계’를 매년 발간하며 아파트를 문자 그대로 찍어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포디즘 스타일의 주택공급방식은 ‘경제적 공급의 차원’에서 당연히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이었다.159 

이와 같이 한국의 아파트단지에서 생산과 공급 그리고 시장에서의 유통의 효율화와 편

리성을 전제하는 ‘물량주의’는 거의 절대적이다. 또한 보편적 규범으로서의 평등주

의와 더불어 경제성 극대화를 위한 단위주거와 주거동, 나아가 단지 전체 계획방식의 

규격화와 표준화는 이를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대두되었다.

‘표준설계방식’160 은 기존의 대한주택공사가 가장 지속적으로 운용해온 방식인데, 

70년대 초반 조립식 아파트 도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으며, 1976년 이후로

는 단지내 부대복리시설도 표준설계도 개념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평면이 적용

되기 시작하였다. 

표준설계도 운영방식은 도입 초기에는 대량공급을 위한 경제적,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장점 때문에 적용되었으나 점차 공식적인 제도로 자리잡아가면서 계획가들 역시 이러

한 시스템에 익숙해지게 되고 따라서 계획방식이 일종의 계획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 즉 계획가들도 단지계획에서 고유한 계획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

기 위한 창조적 계획 작업보다는 이미 표준화된 주거동과 부대복리시설의 반복배치를 

통한 계획방식에 관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161  

그러나 공동주택단지는 일차적으로 주거동의 배치에 의해서 공간체계가 구성되는데, 

주거동을 배치한다는 것은 건물의 배열 자체에 의미가 있기보다는 건물을 배치함으로

서 동시에 규정되는 주거동과 외부공간과의 관계 그리고 외부공간 자체의 특성과 성격

의 규정으로 인해 중요한 계획행위가 된다.162  

159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 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 이숲, 2009, pp.48-49.

160  표준설계는 과거 국내 설계기술수준이 매우 낮아서 설계의 질 수준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
던 시기에는 나름 유효한 설계방식이었으나, 사회 전반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간 이후에도 
반복 사용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표준설계도의 의미는 경제적 동기만 남게되고 부정적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즉 다양한 거주자의 주택에 대한 요구나 지역별 거주자의 수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평균적 주거동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며, 단지계획 차원에서 아파트 단지가 갖고 있는 입지특성
을 반영하기 어렵고 특성 있는 단지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공동주택
연구회,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1999, pp.234-236. 

161  표준설계방식의 적용으로 인한 설계업무량의 감소라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장점과 함께, 수
단과 목표의 부정합, 다양한 거주자의 주택에 대한 요구나 입지특성을 반영하는 개별적인 단지계
획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혜선, 공
동주택단지 옥외공간의 일상생활공간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3,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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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동일 유형의 주거동을 반복 배치하는 방식은 최초의 단지

식 아파트인 마포아파트(1962)에서부터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163  이후 주거동

의 반복배치 양상은 판상형 주거동을 일자 혹은 격자 배치하는 방식에서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최근에는 탑상형 주동이 도입되면서 전세대 남향 배치를 위해 45도 각도로 

엇갈리게 배치하는 방식이 두드러지게 적용되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배치 개념은 유사

하다. 

이처럼 그동안 국내 아파트 단지에서 동일한 형태의 주거동을 반복배치하는 것은 보편

적인 계획방법으로 이용되어 왔고, 이를 기본 전제로 하는 단지계획이 이루어져 온 것

이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서 동일한 형태의 주거동이란 단지 내에서 동일하다는 의미

일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계획방식의 고착화 및 상호 모방을 통해 전국 대부분의 아파

트 단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주거동이라는 점에서 그 획일성은 더욱 심해진다. 

또한 동일주거동의 반복배치에 의한 단지계획 관행으로 개개의 건물이 독자적인 특성

을 가져야한다는 인식이 낮아지면서, 주거동 및 옥외공간의 관계가 단조로운 방식으로 

조성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동일 주거동을 반복 배치하

는 방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거동의 유형이 단지 어느 위치에 배치되어도 적용 가

능하도록 계획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디자인의 주거동 개발이 지양되어지고, 따

라서 주변 외부공간이나 보행자도로 및 단지 주변환경 등의 조건을 감안한 설계가 이

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은 주택부문에서의 자원 배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

운데 효율과 경제성을 최우선적 과제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계획에서도 공간작법의 편

리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건설의 효율성이 계획의 편리성과 상통하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는 관행으로 고착되게 된다. 그 결과 보편적 사용자를 상정함으로써 단위

세대가 표준화되는 것에서 나아가, 동일 주거동의 반복배치로 전국의 단지를 구성하기

162  공동주택연구회,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1999, p.215.

163  10개 동으로 구성된 이 단지는 2개 유형의 Y자형 주거동 6개와 4개의 일자형 주거동을 반
복사용하고 있다. 마포아파트에서 주거동을 반복배치한 이유는 두 가지로 추론 가능하다. 우선 우
리나라 최초의 단지식 아파트로서 아파트 단지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상징성을 위해 Y자
형 주거동을 반복배치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도시에서의 토지이용효율화 등 경제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주거동을 반복배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설계노력의 경감도 작용하였을 것으
로 판단된다. 즉 동일 주거동 반복배치가 외부공간의 형성에 전제되는 특정한 공간체계를 의도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징성과 경제성에 대한 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
동주택연구회,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1999,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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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른다.

이와 같이 1970년대에 성립하였지만 1980년대를 지나오며 현재까지도 관행으로 자리 

잡은 “공간작법상의 편리성과 정부 주택건설 용이성은 강고하게 결합”164 되어, 현

재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는 고층의 판상형과 탑상형 형태로 정형화되며 단순화된 도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공간 배치와 방들은 결과이지, 출발점은 아니다. 공간 배치는 주어진 제약

과 기회(현장, 구조적 가능성, 비용 등) 내에서 필요 사항이 충족되는 방식들

의 상호 관계에서 흘러나온다. 방들은 필요 사항으로부터 성장하여 필요 사

항을 충족한다. 방들은 생각의 결과로 진화하는 것이지 예전 것들을 모방하

는 데서 생겨나지 않는다”165 

영국에서도 일명 ‘파커 모리스 보고서’에서 최소한의 방 크기에 대한 규제를 통하

여 일률적 거주지 배치를 강제하는 기존 정책을 문제 삼은 바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계획내용을 관행적으로 반복해 나가는 이러한 방식은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 생산에 기반한 물량주의에 힘입어 단위세대에서 주거동 나아가 단지계

획 및 도시전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계획태도는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

는 도시주거 공급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해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주거 공급 정책의 성패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판단근거는 

‘주택보급률’이었으며,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02년 100%를 넘어섰으며 2007년 

현재 약 108.1%로 추정되고 있다.166  주택보급률이라는 용어 자체에서도 많이 지어 

팔기가 최우선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생산과 공급 측면에서의 정치적·경제적 논리에 

힘입어 아파트는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그 효율성이 입증된 바 있다. 

생산과 공급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자본 논리를 우선한 결과로 인해 아파트단지 내외부 

공간에서 모두 표출되는 이러한 획일적 가치는 거주자 개개인의 삶과 개성뿐만 아니라  

도시주거 장소의 정체성과도 무관한 것이 되어가면서, 도시 맥락이나 일상적 삶과는 

관계없이 단지 반복되며 양산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주거공간 대량생산은 

164  박철수, 현재성을 갖는 과거 - 설계관행의 출발점, 공간, 2003년 9월호, p.102

165  Great Britain, Ministry of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Homes for today and 
tomorrow (H.M.S.O., 1966), p.4, 에이드리언 포티 지음, 이종인 옮김, 건축을 말한다, 미메시스, 
2009, pp.521-522에서 재인용.

166  국토해양부, 통계정보 > 주요통계 > 부동산거래 > 주택보급률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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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화된 물리적 특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균질화시킬 개연성이 높다.167 

이와 같이 국내 도시주거에서 물량주의와 표준설계가 성행하게 된 데에는 우선 각 계

층의 이익과 자본의 논리를 중재하고 복지를 고려해야 할 국가가 초기부터 스스로 공

급자가 되고 자본가의 입장에 섬으로써 더욱 극대화된다. 나아가 대량주택공급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는 기업의 적극적 협조를 필요로 하였는데,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가와 기업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도움을 주고 받아왔다. 

그러나 여기서도 국가는 주택의 양적 확보에만 주력하여 기업 특히 대기업에 유리하게 

정책을 형성하고 산업 환경을 조성해 주었으며, 기업은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함

으로써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협조해왔다. 따라서 기업가로서의 정부와 표준화

와 물량주의에 기반한 민간건설업체의 이익이라는 전제 위에 도시주거가 상품으로 유

통되면서 도시의 고층화, 고밀화 그리고 단지 규모의 대형화라는 양적 확대는 일반화

되었으며 이는 한국사회에서 주거환경 개선과도 유사하게 인식되어 왔다. 

3.2.3 주거계획 지향가치 : 합리적 가치 및 사생활 중시

한국 사회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핵가족과 개인주의 등의 생활양식이 자생적으로 생

겨난 것으로 보고 아파트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사항을 시의 적절하게 수용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아파트라는 물리적 공간이 그보다 먼저 자리 잡음으로써 

생겨난 결과적 현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서구의 근대적 가치와 관념을 포

함하는 공간모델을 수입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이데올로기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되

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의 도입은 단순히 아파트라는 물리적 주거 유형(building type)의 이식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병행해서 새로운 주거의식과 생활양식까지 통합적으로 

유입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즉 재료와 구조기술, 공간구성방식 등의 물리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 프라이버시 개념 등 의식적 측면과 식침분리상태, 좌식·입식

생활여부, 실의 사용 등 행위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167  아파트의 대량생산은 아파트 이름에 있어서도 신반포 1차, 2차 등 건설공구 번호를 붙이거
나 또는 우성, 한신, 동아 등 건설회사 명칭을 그대로 아파트 이름으로 사용되는 기현상을 초래하
기도 하였다. 이는 우리의 주거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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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물리적 측면은 비교적 쉽게 도입되는 반면, 의식적 측면과 행위적 측면은 더디

게 선택적으로 변해간다.168  따라서 물리적 공간특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건물유형을 

낳은 당시의 사회적 관념과 지향가치를 파악하는 것 역시 현재의 도시주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근대적 아파트라는 건물유형이 탄생한 20세기 초 서구사회에서는 건강과 복리에 관한 

프로파간다가 만연해 있었고, 가족이 국가의 근본이며 국가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임

무는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있다는 믿음이 깔려있었다. 청결의 미덕을 보여주는 위생 

이미지들은 신체적 청결과 효율성이 가장 가치 있는 열망이라는 소비자들의 믿음을 보

여주는 동시에 그 믿음을 강화시켰다.169  

위생과 청결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일반적인 사항들이

다. 또한 청결함과 건강의 직접적인 관련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결

이 중요한 이유가 오로지 건강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질서를 부여하는 수단"170 

으로서도 가치가 있었으며, 이 시기는 질서와 청결이 아름다움의 근원으로 인식되던 

시대였다.  

따라서 20세기에 들어서 취향이나 미에 대한 관념과 마찬가지로 청결에 대한 관념이 

디자인에 큰 영향을 끼쳤음은 분명하다. 1920년대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한 건축물들

에서도 기계 이미지만큼이나 위생의 이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추상미술이나 기계를 기반으로 했던 당시 디자인 전문가들의 미학적 원리들은 대중

적이지 못했던 반면, 청결의 원리는 충분한 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들도 호응 가능한 

것이었고 다른 기준들보다 선호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의 근원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

었다. 

이러한 경향은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욕구보다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우선

하게 되었고, 인간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간 구성의 기술적 효율성이나 내적 조

168  즉 전통적 주거의식과 서구적인 주거의식 사이의 변증법적 작용에 의해 현재의 주거의식이 
형성되고, 전통적인 주생활형식과 서구의 주생활형식 사이의 작용에 의해 현재의 주생활형식이 성
립되며 이에 따라 아파트의 공간 성격이 규정되어 진다는 것이다. 천현숙, 아파트 주거문화의 특
성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 아파트 주거의 확산 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p.45. 

169  Adrian Forty, Objects of Desire: Design and Society since 1750, London: Thames 
and Hudson 1986, 허보윤 옮김, ‘욕망의 사물, 디자인의 사회사’, 일빛, 2004, p.147.

170  Adrian Forty, Objects of Desire: Design and Society since 1750, London: Thames 
and Hudson 1986, 허보윤 옮김, ‘욕망의 사물, 디자인의 사회사’, 일빛, 2004,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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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만 중점을 두게 되면서 그 결과물인 주거건축은 기능적으로 진보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양상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근대 주거건축은 “사람들의 삶의 장소를 19세기 도시들의 불결함을 난해한 

비인간적 상태로, 불결함과 혼동 대신 위생학의 권태로움으로, 물질적 빈곤대신 잘 정

비된 장소이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무관심으로 바꾼데 불과한 것”171 이라는 비

판을 받는다. 이처럼 아파트에서의 획일성이란 균등한 위생조건이 확보된 주택의 대량

생산을 통해 생활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모더니즘 주거 건축이념의 한 단면으

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근대적 흐름의 두 축 중에 하나가 가정 

위생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가사노동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는 집안일을 덜 힘들게 만들면 육체적 노력의 낭비를 줄이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2.2.1.1절에서 다룬 효율성(efficiency)이라는 20세기 이

데올로기의 결과로, 미국의 효율성 이념은 비단 산업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과 관

련된 모든 방면에서 엄청난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공장

의 어셈블리 라인과 공통점이 전혀 없는 듯이 보이는 가사 노동의 영역까지 침투하게 

된다. 

‘노동 절약형 주택’(labour-saving house)이라는 용어는 1920년대에 흔히 사용되

던 어구였는데, 모든 실내의 냉온수 가동, 식기운반용 소형 엘리베이터 설치, 먼지가 

쌓이지 않는 몰딩의 사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노동 절약형 집의 대표적인 특

징들은 모두 가사 노동을 줄이는 방법, 그럼으로써 신체적 복리라는 더 중요한 문제에 

인력자원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었다.172  

이러한 정책의 한 노선은 가사노동을 시스템화 즉 체계화시키는 일이었다. 이는 가정

관리 학교들 그리고 ‘좋은 살림살이 협회’(Good Housekeeping Institute)나 미국

의 ‘더 나은 가정’(Better Homes)과 같은 모임들이 장려하던 바였으며, 가사노동

에 ‘가정 과학’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73  이 시기에 대부

171  임서환, 한국집합주택의 모더니즘 극복과제, 건축세계, 1996.2. 

172  1950년대에 이르면 이러한 특징들 대부분과 그 내재된 의미는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 되고 
주택을 디자인하는데 의당 지켜야할 규범이 된다. Adrian Forty, Objects of Desire: Design and 
Society since 1750, London: Thames and Hudson 1986, 허보윤 옮김, ‘욕망의 사물, 디자인
의 사회사’, 일빛, 2004, p.149.

173  Adrian Forty, Objects of Desire: Design and Society since 1750, London: Th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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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서구 사회에서 부엌과 전문가적인 가정주부(professional housewife)의 이미지

는 동일시되었으며, 건축가와 여성단체들은 앞 다투어 가장 효율적인 부엌의 배치를 

위한 설계에 고심하였다.

가정에서 이와 같이 효율성을 도입하게 된 진정한 자극제가 된 것은 소위 ‘하인 문

제’(servant problem)라고 불리던 당시의 하인 부족 현상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였

다. 가사일을 돕는 하인들은 점점 더 구하기 어려운 반면 그 충성도는 의문스러웠는

데, 그들은 더 좋은 보수와 작업 조건을 제안 받으면 쉽게 고용주를 바꾸곤 하였다. 

또한 19세기 후반부터는 노동자 계급 여성의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져, 이전까지 훌

륭한 직업이었던 집안일을 돕는 하인은 가장 탐탁지 않은 직업으로 전락하게 되고 대

신 작업시간이 정해진 사무실이나 공장에서의 직업이 더욱 선호되기 시작하였던 것이

다. 이러한 하인 부족 현상은 처음에는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10년 

후에는 거의 전 유럽에서 동일한 현상을 겪게 된다.174  그리고 이러한 사회현상은 건

축가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 아파트 공간계획에 있어서도 지배적인 공간구성 원리로 작용하는 주거

에서의 효율성과 경제성의 실질적 기원은 서구의 20세기 전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국내 아파트의 선택 동기를 편리함에 두고 있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인지되는 사실이다. 사실 프라이버시와 더불어 아파트가 제공하는 근대적 

편의는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나아가 주부를 중심으로 하는 가사노동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단지 차원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도 거주자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전문 직능을 가진 

전문가 집단에 의해 유지되어진다는 점 또한 아파트의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 유달리 아파트가 단일 주거동이 아닌 단지형식으로 반복되는 것도 

편리하고 기능적인 “인프라의 확보에 유리”175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and Hudson 1986, 허보윤 옮김, ‘욕망의 사물, 디자인의 사회사’, 일빛, 2004, pp.147-148

174  19세기에도 효율성이 가정에 적용된 사례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전화의 전신인 전성관
(speaking tube)와 전기 벨(electric bell)이다. 가족과 하인들의 영역과 동선이 분리되어 빈번한 
접촉을 차단했던 상류계층의 도시 주택에서 이러한 설비들은 빈번한 이동의 수고를 덜어주었음에
는 틀림이 없다. 반면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인 접촉으로 인해 하인은 더욱 미묘한 방식으로 종속관
계에서의 복종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주목할 점은 ‘시간은 돈이다’라는 효율성의 원칙도 임금노
동(wage-labour)과 자본(capital)이라는 사회적 불평등을 전제하며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Irene 
Cieraad, 'Out of my kitchen!' Architecture, gender and domestic efficiency, The Journal of 
Architecture, Volume 7 Autumn 2002, pp.26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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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파트 주거유형에는 위생과 효율에 대한 관념 외에도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가

족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균질한 조건을 추구하는 평등주의 등의 이념 역시 내포되어 

있다. 가족주의의 경우, 유럽은 중세 말까지 사생활 전반이나 가족적 친밀성이 전반적

으로 부재하였으며 외향형 주거생활을 지향하였다. 18세기까지도 유럽 가옥의 방들은 

프라이버시도 별도의 고정되고 개별화된 기능도 없었다. 가족과 외부인의 구분은 명확

하지 않은 채 집안은 늘 사람들이 법석대는 개방적 공간이었다. 

그러나 18~19세기 유럽의 산업화 과정에서 긴박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노동자 계급의 

주택문제에 부르주아 계급이 대처한 방식은 ‘박애주의’(Philanthropism) 전략176 

으로, 주택의 대량공급을 통해 주거복지를 적당히 제공하고 계급 형성을 고무하는 사

회적 공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였다. 이는 주거 전용의 독립된 주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계급의식과 단체행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노동자 스스로도 주거

공간의 가정화(domestication)를 욕망하고 수용하게 되면서, ‘자본주의’와 ‘가족

주의’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결합하게 된다. 그 결과 산업화 이후 근대적 주거공간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되는 사실은 주거가 점점 더 가족만의 내밀한 영역으로 한정된

다는 사실이다.

국내의 아파트 역시 방과 발코니를 중심으로 생활공간을 축소시킴으로써 삶의 무대 자

체를 내향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가족주의와 개인주의 가치관에 친숙하게 만드는 경향

이 있다. 대부분 핵가족이 사는 이 내밀한 공간은 본질적으로 이웃의 문제와 사회적 

관심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주거형태이다. 집에서는 식사, 취침, 휴식, 놀이 등 최소

한의 가족 간 단란 행위만 일어날 뿐, 경제적 혹은 사회적 활동이 전개되는 경우가 거

의 없으며, 또한 그러한 행위를 지원하지 않는 공간구조이다.177  이는 산업사회 이전

까지 주택이 주거공간과 생산공간이 합쳐진 이른바 ‘직주혼합, 직주일치’였다는 사

실과 크게 대조적이다. 

175  홍성태, 고도성장과 도시주거의 변화, 공간, 2003년 9월호, pp.86-87.

176  코뮨주의는 가족과 사회, 생산과 생활 결합하는 사회 설계하고자 했던 프롤레타리아 전략이
었다. 

177  1920년대 일제 문화정치 시대에도, 화선양 절충 신식 양옥인 ‘문화주택’에 입주한 한국
인 샐러리맨 혹은 회사원들은 가족주의에 안주하고 탐닉하며 일제 식민지 치하라는 사실을 망각
하였다. 그들은 ‘부르주아 프라이버시’라는 가상공간을 만들고 피아노, 축음기 등의 문화적 상
징을 소유하며 상층계급에 진입하는 행복한 환상에 사로잡힌 바 있다. 당시 엘리트 계층이 한국 
사회의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에 직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부르주아 가족주의’는 외부 사회현실
의 모순을 외면하고 망각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 현대한국의 주거사회
학, 이숲,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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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입장에서도 단위주택의 거주성 및 개인공간의 양적확보를 주거환경의 질 향상

과 동일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밀도에 대응하여서도 전용공간

의 거주성을 우선하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옥외환경의 악화를 감수하는 방

향으로 나아간다.178  이처럼 사유와 전용성을 중시하는 태도는 공동의 삶을 담보하는 

주거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외부공간 나아가 단지외부의 도시적 맥락에 대해서도 폐쇄적

인 태도를 취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공유영역을 상실하는 결

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가족주의와 사생활 지상주의 그리고 사유에 대한 강조로 인해 단위세대가 

외부공간과 단절되고 단지와 도시공간이 격리되는 것처럼, 단위세대 내부에서는 기능

의 분화와 더불어 개인공간의 분화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개인주의 하에서는 가

족 내부의 공유공간은 점차 감소하고 거주원의 생활은 더욱 독립적으로 변하게 된다. 

차폐된 개인 공간은 한 가족 내에서도 익명성을 보장해주는데, 이는 개인의 자기 관리

와 자기 통제가 우선시되는 근대 사회 내 개인의 속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179  

또한 단위세대 자체에서 프라이버시가 중시된다면 세대의 배치에 있어서는 평등주의가 

두드러진다. 이는 평등이라는 합리적 가치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공간의 다

양한 특성들로 승부하지 않다보니 남향 및 전면 베이(bay)의 양적 확보와 같은 단순한 

스펙의 파워가 더욱 막강해지는 것이다. 즉 최대한 옆집과 다르면 안 된다는 전제는 

독자성과 정체성과는 상반되지만 아파트 판매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균등한 

조건으로, 남동에서 남서까지를 아우르는 ‘전세대 남향’이라는 슬로건은 분양 과정

에서 가장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동일한 단위세대 공간모델이다 보니 그 배치조건이 중요해지게 되고 따라서 

배치에 있어서도 동등한 조건으로 차등을 두지 않아 모든 세대에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의 주택을 거주자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는 의도는 주택분양제도 방식과 관련하여 분양과정에서의 문제점 역

178  “아파트단지의 외부환경이 점차 악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최근 상당수 주거단지들은 어떤 
형태로든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은 
주택공급업체들간의 상품경쟁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강한 것이지만 경위와 상관없이 밀도와 거주
환경 사이에 형성되는 타협과 갈등의 구도 속에서 거주환경 요소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
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공동주택연구회,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1999, 
p.280.

179  전남일·양세화·홍형옥, 한국 주거의 미시사, 돌베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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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최소화시킨다. 또한 이러한 평준화는 동일 단위세대의 균일한 조건의 배치에서 단

지내 동일주거동의 반복 나아가 도시 내 동일단지의 반복으로 이어지며 도시주거의 다

양성을 제한한다. 

이와 같이 아파트의 확산 이면에는 사생활 보호 및 합리적 가치 등을 추구하는 시대적 

지향가치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분명 기존 주거에는 결여되어 있던 우수한 거주성 

역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에서 기능성과 편리함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규범적으

로 우선시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 범용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욱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순환 논리에 이르게 된다. 즉 주거의 다양한 의미 중 

일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특히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없는 요소들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3.2.4 주거공간특성 : 기능중심의 구성과 내향화

20세기 전반의 변화된 사회적 관념들과 지향가치로 인해 서구 근대 주거건축에서는 

주택 설계에 있어 부엌과 욕실이 응접실과 식당보다 중요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능과 

효율성 즉 노동절약의 관념이 중시되면서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동선이 무엇

보다 우선시된다. 

그러나 사실 가사 노동에 있어서 시간이 곧 돈이라는 경제 법칙을 가정주부 그리고 엄

마의 사랑이라는 비영리 노동력과 비교하는 것은 해당 여성들에게 모욕이 될 수도 있

었다. 하지만 1913년에 ‘새로운 가사 - 가정관리에서의 효율성 연구’(The New 

Housekeeping - Efficiency Studies in Home-management)라는 영향력 있는 저

서와 1915년의 또 다른 저서 ‘가정 공학 - 가정에서의 과학적 관리’(Household 

Engineering - Scienfific Management in the home)의 저자인 크리스틴 프레더릭

(Christine Frederick)이라는 미국 여성에 의해 효율성과 부엌 디자인은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180 

180  엔지니어의 아내인 크리스틴 프레더릭은 산업 효율성에 대한 남편과 동료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녀는 빈번히 언급되는 ‘효율성’(efficiency)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에 호기심
을 느끼게 되었고, 심지어 가정주부라도 가사 노동을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원리를 적용하면 적은 
노동으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게 된다. 깊은 인상을 받은 프레더릭
은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가사작업을 개선하면 단순한 가정주부에서 존경할 만한 가사 노동의 전
문적 관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Christine Frederick, The new 
housekeeping - Efficiency studies in home management, 1913 (originally published in 
Ladies' Home Journal, Sept-Dec.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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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더릭은 그녀의 저서에서 단지 한명의 숙련된 여성이라는 노동력만으로 작동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작업장으로서의 부엌이 어떻게 디자인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그녀

에 따르면 부엌 효율성의 비밀은 식사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부엌의 한 쪽 

면에 배치하고, 반대편에는 설거지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치하는 데 있다. 이

를 증명하기 위해 요리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동선이 엇갈리는 비효율적인 배치와 부

엌 찬장과 개수대 그리고 가열대를 효율적이고 동선을 절약하도록 한 배치를 대조 방

법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논점을 명확히 전달한다. 

[그림 3-4]  부엌에서 음식의 준비(A)와 설거지 및 정리(B)에 소요되는 동선의 비교

효율적인 부엌과 비효율적인 부엌의 비교는 부엌에 테일러리즘을 적용하여 가정에 공

장식 효율성을 도입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프레더릭은 이러한 부엌 디자인으로 인해 

전문가적인 가정주부는 하인의 도움 없이도 가사를 혼자 관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

라, 전기 청소기나 식기 세척기 같은 새로운 가전제품들은 변덕스러운 하인보다 더 믿

을만하고 확실히 더 효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181  

이에 앞서 미국의 19세기 유토피안 작가 에드워드 벨라미(Edward Bellamy) 역시 그

의 저서 ‘뒤를 돌아보면서’(Looking Backward 2000-1887)에서 상류층 여성의 

181  [그림 3-4] 참조. Christine Frederick, The new housekeeping - Efficiency studies in 
home management, 1913 (originally published in Ladies' Home Journal, Sept-Dec.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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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효율성 결여를 비난한다. 자신의 지휘 하에 여러 하인을 두고 있어서인지 좀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상류 계급의 여

성들이 하인의 도움 없이 가사 일을 스스로 처리해야 할 상황이 되어야만 좀 더 창의

적이 되어, 작업을 더욱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내고 유용한 기계들

을 발명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벨라미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페미니스트인 샬롯 질만(Charlotte Gilman)의 경우는 

고급 호텔 서비스와 가정을 결합시킨 소위 '아파트먼트 호텔’(apartment hotel)을 

통해 하인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였다.182  전문적인 직원들이 식사를 요리하여 아

파트 단지 내 레스토랑에서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일단의 보모들은 거주자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고 전문 청소부들은 개인 아파트 내부를 청소해 주는 것이다. 그녀는 모든 

가사 작업들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위대한 가정의 혁명’(the grand domestic 

revolution)을 선언했고 가사 일을 돌보는 하인들이 불필요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각 세대 내에서 부엌을 아예 없애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상류층을 겨냥했던 아파트먼트 호텔에서는 대부분의 기능이 외부에 위탁되

고 중앙에 집중시켜 공유되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독립된 방들을 갖추었던 기존의 

거대한 도시 주택과는 달리 단일 레벨의 소규모 아파트로 공간구성의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그리고 부엌이 없는 가정(kitchen-less family homes)이라는 질만의 아이디어

가 혁명적이기는 하였지만 온전히 효율성의 논리 하에 도출된 것이었기 때문에, 집에

서 요리한 식사가 가족 구성원들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거주자의 인간적 욕

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려가 없었다. 그 결과 아파트먼트 호텔은 결국 가족보다는 싱

글과 같은 독신자 세대들에게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하여 논의는 다시 효율적인 부엌 설계에 집중하게 되고, 오스트리아 여성 건축가 

마가레테 쉬테 리호츠키(Margarete Schütte-Lihotsky)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사회

주거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소위 ‘프랑크푸르트 부엌’(Frankfurter 

Küche)이 관심을 모으게 된다. 그 결과 하인들의 작업장일 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이기

도 하였던 넓고 개방적인 19세기의 부엌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비좁은 20세

기의 부엌이 효율성에 있어서 혁명적인 것으로 평가받게 되었다.183  

182  Dolores Hayden, The Grand Domestic Revolution: A History of Feminist Designs for 
American Homes, Neighborhoods and Cities, MIT Press, 1982 참조.

183  최근 서구에서는 근대적 방식으로 계획된 부엌보다 이러한 19세기의 넓은 부엌 공간을 더
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이 근대적 가치와는 다른 지향점을 추구한다
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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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19세기 유럽의 부엌 (좌) / 1926년 프랑크푸르트 부엌 (우) 

물론 각 나라마다 문화나 역사가 달라 프랑크푸르트 부엌을 곧바로 적용시켜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모델로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변형되었으며 독일

식 부엌 가구의 수입도 장려되었다. 즉 부엌에서의 효율성에는 2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요리와 설거지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효율적이고 저렴한 부엌가구의 대량생산과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더욱 정확하

게는 가구 유니트의 표준화로 이어졌다. 

이처럼 가사노동이 집중되는 부엌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

리는, 프레더릭의 다이어그램과 프랑크푸르트 부엌에서와 같이 ‘동선’에 대한 관심

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동선은 부엌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각 실의 효율적

이고 기능적인 배치에서도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효율적 동선은 포디즘적인 과

학적 합리성에 근거한 것으로 “수많은 행위 중 선택되어 환원된 움직임”184 을 의미

한다. 

184  서정연, Bernard Tshumi의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본 움직임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
문집 : v.18 n.1 (통권 72호), 2009,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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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알렉산더 클라인의 다이어그램 (1929년) 

합리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기능적 공간 구성은 효율적 동선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각 

실에서의 기능의 순화 및 분화와도 연결되면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분리와 거실, 

다이닝룸 등 각 실의 기능 부여를 통해 다용도의 공간 활용보다는 공간의 분화 및 구

획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서구 근대 주거의 이러한 기능중심의 효율적 동선 배치 및 

공간 구성은 국내 아파트단지에서도 그대로 도입되어 나타난다. 

즉 부엌은 비단 서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비합리적인 것의 대명사로 여겨

졌는데, 국내 역시 1970년대에 들어서 가정부로 고용할 수 있는 노동자 수가 감소하

고 중산층이나 상류층 주부들이 아파트에서 직접 부엌일에 종사하게 되면서, 보다 편

리한 구조와 설비 그리고 시설을 갖추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요구되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단독주택보다는 부엌과 내부의 주거공간이 생활에 편리하도록 설계되어진 아파

트가 주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현대화된 부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파트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였다. 185 

또한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구성은 단위세대 내부의 기능적 공간 구성 뿐만 아니라 단

지 계획에도 적용되어 나타난다. 단지 차원에서 고층고밀의 직각배치가 일반화된 것도 

인동간격과 평등한 거주조건의 확보뿐만 아니라 동선의 효율성에도 기인하였다. 옥외

공간은 그 공간이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기능을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는 것이 우선시되면서, 거주자들을 위한 일상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보다는 기능위주, 편리위주의 공간배치가 선행하게 된다. 

특히 자가용 보유율의 급격한 증가로 단지내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가 

법규제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외부공간은 기본적인 거주자들의 생활내용을 수용하는 공

185  함한희, 부엌의 문화사, 살림, 2005, pp.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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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고려한 계획보다는 효율적인 주차장 공간 확보를 우선시

하고, 단지내 기능적인 차량동선계획을 중심으로 계획되는 경향을 보인다.186  자가용 

보유율의 증가에 따라 일부 거주자들은 과거 단독주택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차공

간 확보가 유리하다는 점을 아파트 거주 이유 중의 하나로 선택할 정도로, 단지내 주

차공간 확보라는 문제는 거주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요구사항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187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약 70여 편의 대중소설에 묘사된 아파트의 부정적 속성

에 대해 연구한 박철수도 단위주택 내부의 생활공간에 대해서는 대중의 부정적 시선이 

침묵하고 있다는 데에 의아함을 표시하는데188 , 이 또한 기능중심의 공간 구성에 의

한 아파트의 ‘편리함’이라는 가치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

다. 근대의 기능적 주거공간은‘편리함’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퍼뜨렸으며 이는 이전

의 주거양식과 비교할 때 상당한 만족감을 가져다주었던 것이다. 

기능적 편리함에 의한 만족은 아파트 선호로도 이어진다. 1988년부터 ‘희망주택’으

로서의 아파트 선호가 약진한데 이어, 1993년 이후 아파트가 선호도 측면에서 단독주

택을 능가하게 된 것이다.189  그리고 2008년에는 구입희망 주택유형에서 아파트가 

68.5%로 20.5%인 단독주택을 누르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된다.190  이러한 변

화에는 일정부분 사람들이 ‘실제로 살면서’ 아파트 특유의 편리함이라는 장점을 확

실히 인식하게 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191  

186  이는 당초 획일적이고 무미건조한 주거동 일자배치에 대한 대안으로 주거동 격자배치방식이 
적용되었던 의도와는 달리, 점차로 격자배치에 의해서 형성된 클러스터 공간이 보행과의 연계를 
고려한 완충공간으로써 공동의 생활공간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단순 주거동 전면에 위치한 편리한 
주차공간으로만 인식되는 결과를 낳았다. 백혜선, 공동주택단지 옥외공간의 일상생활공간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3, p.29

187  최근에는 단순한 주차공간 확보에서 나아가 편리함에 대한 요구의 수준이 더욱 향상되어 나
타나고 있다. 

188  박철수, 대중소설에 묘사된 아파트의 부정적 속성에 대한 건축학적 해석, 대한건축학회논문
집, 26권 1호 (통권 255호), 2010.1, p.71.

189  강인호 외 5인, 우리나라 주거형식으로서 아파트의 일반화 요인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9호 (통권 107호), 1997. 

190  국민은행,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 주택구입 희망가구 특성, 2008. 

191  물론 이는 아파트의 높은 건설사업 수익성으로 인하여 대규모 우량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
에 집중하며 아파트는 더욱 고급화되고, 단독주택은 대개 ‘집장사’라고 불리는 소규모 건축업자
들이 지어 누수, 난방, 방범 등 생활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았던 것도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다. 
집장사가 지은 단독주택의 아픈 기억은 비교적 쉽게 주거의 근대화는 곧 아파트라는 등식을 성립
시켰던 것이다. 즉 아파트의 절대적 선호 이면에는 사실상 선택의 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하며, 이는 구매 가능한 수많은 단독주택의 절대적 열악함에 근거한 상대적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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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기능중심의 편리한 공간구성과 더불어, 국내 아파트단지의 두드러지는 건축

계획적 특징은 전용공간의 중시이다. 이는 개인주의, 가족주의와 같은 사생활 강화에 

의한 내향화로 나타난다. 

사실 주거지의 고밀화 개발 필요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도시화과정에서 겪게 되는 

주거지 개발의 불가피한 요구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지를 고밀개발하기 위

한 계획수단은 주거동의 고층화, 주거동의 길이 또는 깊이 증대, 중복도형이나 양복도

형과 같은 주거동 개발, 인동거리 축소 등 다양하며, 유형에 따라 거주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계획수법을 고밀화 수단으로 채택하는가는 

전용공간과 옥외공간의 거주성 중 어떤 부분을 희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내재하

는데, 이 선택은 곧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며 해당 사회

의 지향가치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게 된다.192  

예를 들어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 고밀화의 수단으로 단위주택의 깊이를 깊게 하거나  

중복도 형식을 도입하는 등 내부 거주성 저하를 감수하는 방식이 채택되는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갈등을 일으킬 때, 옥외공간의 거주성 저하를 

감수하면서 전용공간의 거주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주거동의 깊이를 증가시키거나 중복도 형식을 적용하면 강력한 밀도증가의 효과를 얻

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방식들이 채용되지 않았다는 점

은193 , 결과적으로 ‘고밀화’ 단지를 계획하면서 전용공간을 중시하는 주거 가치관

의 영향으로 외부공간의 거주성 저하를 선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194  이는 거주자

가 공유하는 일상생활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외부공간의 축소로 이어지며, 축소된 

외부공간마저 차량중심의 주차장으로 계획되어지는 경우가 많다.195  

전용공간을 중시하는 경향은 특히 주거동의 남향배치와 판상형 주거동의 일반화에 강

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2  공동주택연구회,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1999, p.272.

193  이규인, 강인호, 한국집합주택에 있어서 전용공간 중시경향이 계획에 미친 영향과 의미, 대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5권 7호, 1999.7, pp.100-101. 공동주택연구회,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1999, p.274.

194  건축법상 인동계수의 축소 역시 공용외부공간의 양적 축소를 지향함을 말해준다. 

195  물론 최근에는 아파트 브랜드간 경쟁으로 내부 마감재와 전용공간 경쟁에서 옥외공간 마케
팅화로 넘어가면서, 차량은 지하공간이나 데크 하부로 처리되며 조경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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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영향을 미쳤다.196  이는 단위세대 계획의 획일성과도 연관되는데197 , 각 세대 

유닛의 공간 특성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비남향으로 배치된 주거의 

경우 거주의 쾌적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연히 평가 가능하기 때문

이다. 그리하여 남향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착은 계획에 있어서 일차적인 규범이 되었

다.198  나아가 최근에는 분양 마케팅의 포인트도 전세대 남향을 넘어서서 더 많은 실

들의 남향배치를 최우선으로 하게 되었다. 

단위세대의 전용성 중시는 단지 차원에서 단지 내 거주민들만의 독점적 이용을 전제하

는 내향적 경계구획으로도 이어진다. “담장으로 주변 도시공간과 격리한 채 표준적 

고층 주거동을 인동거리에 맞추어 배치하며 자체적인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는”199   

아파트 단지의 물리적 특징과 독점적 단지 사용은 아파트 거주자들의 폐쇄적 성향을 

강화하게 되었고, 물리적 폐쇄성은 의식의 폐쇄성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개방적이어야 할 도시의 공간환경이 이처럼 파편화됨으로

써, 거주자의 물리적 일상생활공간은 단지 내부로 한정되고 사회적 삶의 질적 차원은 

열악해진다.

“아파트단지는 정부가 주도한 단지화 전략에서 비롯되었다. 짧은 기간의 압

축 성장 과정에서 취약한 도시기반시설을 단기간에 보충하고 새롭게 등장한 

중산층의 고급 취향에 맞는 살림집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채택한 ‘단

지형 주택공급 정책’을 시행해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 그리고 도시는 

아파트단지의 군도(群島) 혹은 단지들의 물리적 집합체에 불과한 ‘단지 도

시’가 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단지를 두고 벌이는 형용사 사용의 차이다. 

정책입안자나 주택공급주체들은 단지 앞에 하나같이 ‘자족적’이라는 수식

어를 붙여 생활의 편리에 방점을 찍는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자폐

적’이니 ‘폐쇄적’이니 ‘내향적’이니 하는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를 단지

의 형용사로 사용한다.”200  

196  주거동의 계획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전세대 남향확보가 용이도록 계획의 초점이 맞춰지면
서, 탑상형 역시 남동과 남서의 향 확보를 전제하여 고안되면서 주거동과 배치에 있어 역시 획일
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197  단위세대 계획의 측면에서는 전용면적과 남향에 면하는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발코
니 면적의 확대와 발코니 확장형 평면, 발코니 전면 폭 확대 및 남향에 면하는 베이(bay) 증대 등
의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198  이차적으로는 단위세대 내부에서의 조망권 확보가 중시되면서, 조망권으로 동일한 단지의 
동일 규모, 동일 공간구성을 갖는 세대가 거래 가격에 있어 1억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199  박인석, 퇴행 속의 진전 - 물량주의 개발과 설계의 힘, 공간, 2003년 9월호, p.104

200  박철수․  박인석, 아파트와 바꾼집, 도서출판 동녘, 2012,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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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향적 단지화는 단순히 경계구획 여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동 경로와 풍경을 단

순하게 만드는 닫힌 구조로서 다채로운 개인 생활이 가려지는 지루하고 단조로운 공간

으로 귀결된다. 이와 같이 기능중심의 효율적 공간 구성, 공간의 분화 및 구획, 그리

고 내향적 계획기법 등은 최소한의 기능으로 명명가능한 것들의 집적으로 일상을 환원

시킴으로써, 다양한 사건들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여유로운 공간구조를 상실하고 독

립적이고 폐쇄적으로 작동하는 실 혹은 건물의 단순한 병렬에 다름 아니게 되었다. 

3.3 소비와 수요의 영역 : 주거의 상품화

자본과 권력의 논리에 의해 효율적 대량생산과 표준화에 집중되어온 도시주거의 생산

과 공급의 차원은 소비와 수요의 영역에서 복지가 아닌 주거의 상품화 경향과 맞닿으

며 한국사회의 특수한 도시주거 상황을 초래한다.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파트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

들의 취향이다. 사실 서구에서 아파트는 주로 서민층이 거주하는 곳으로 인

식된다. 중산층 이상이면 벌써 도시 외곽의 단독주택을 찾아 나가고, 상류층

쯤 되면 경관이 좋은 곳에 커다란 저택을 지어 살게 마련이다. (...) 이것을 

보건대 한국 부르주아들에게서 신분의 과시는 ‘개인적 취향’을 근거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의 집단적 군락지를 구획짓

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듯하다. 도대체 이 몰취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투기 마인드가 제 삶까지 지배해, 결국 제 몸이 들어 

살 집조차 ‘거주’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데서 비롯된 

것이리라.”201 

서구에서와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이나 ‘취

향’만의 문제는 아니다.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 경제개발 과정의 직접적 부산물로

서, 특히 1970년대 이후 아파트 공급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주택보급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대상으로서 아파트의 가치는 급부상하게 된다. 정부통제

의 경제체제하 금융자본은 공업개발에 집중되고 가계대출이나 모기지 사회보장제도 등

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형성된 중산층 계급에게 아파트는 

201  진중권, 강남은 극성스러운 욕망으 기관차일 뿐, 월간중앙, 2006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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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절한 투자대상이었다.202  

우리나라는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라고 흔히 말할 정도로 주택에 대한 집착이 

높은 사회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가계의 자산규모에서 약 80%의 핵심적 비

중을 차지한다. 미국(35.1%), 영국(54.8%), 일본(41.3%) 등과 비교하여도 부동산 비

율이 턱없이 높으며, 이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의존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203  즉 

가정경제가 주택 시장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단독주택을 월등히 상회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로 이어진 것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서 아파트가 투자의 대상이자 부의 원천으로 자리 잡으면서, 아

파트의 소유는 차별적 지위 혹은 신분의 상징으로서도 작용하게 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소비사회 단계로 접어들면서 과시적 소비의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

는데,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것은 신분의 격상을 표상하며 주거유형의 선

택을 넘어서는 일종의 기호의 소비를 내포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과 합리

성의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욕망이 아파트에 내재하고 있음을 시

사한다. 

더군다나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아파트 가격의 지역별 격차가 커지며 공간적 양

극화가 뚜렷하게 심화되면서, 아파트는 중산층뿐만 아니라 상류층에게도 보편적인 재

테크 수단이 되었다. 즉 뛰어난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을 담보로 하는 아파트의 재화

가치로서의 속성과 신분의 상징인 기호가치로서의 속성은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 

되는데 수요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주거가 복지나 거주에 대한 고려보다 상품화에 기반하여 거래되면서 주거라는 공

간적 실체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부여되는 이미지 역시 소비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3.3절에서는 이러한 소비의 관점에서 아파트 소비주체와 주거소비

방식, 주거선택의 지향가치와 그 문화적 특성을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도시주거가 생

산의 층위에서는 산업사회의 포디즘적 논리가 우세한 가운데, 소비에서는 소비문화적 

202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 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 이숲, 2009, 3장 참조.

203  금융투자협회가 2010년 9월 내놓은 '주요국 가계금융자산 비교'에 따르면 2010년 2분기 기
준으로 한국 가계의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율은 79.6%였다. 미국(35.1%) 영국(54.8%) 일본
(41.3%)에 비해 훨씬 높았다. 지난 50여년간의 압축적 성장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속도로 상
승한 역사적 배경 탓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가계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
고 있다. 2005년 60.5%였던 금융자산 비중이 2010년에는 65% 수준으로 높아졌다. 영국과 일본
도 45~60% 수준의 금융자산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한국경제, 2011. 1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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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 대두되면서 한국사회의 독특한 주거문화로 발전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3.3.1 아파트 소비주체 : 중산층 수요자 중심

국내 아파트단지가 서구의 모델과 가장 큰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은 아파트의 소비주체

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라는 대표적 도시주거 유형은 서구에서와 같이 

도시 노동자나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주거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고급스러운 주거 유

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아파트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개발되었고, 

또 그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공급되었다. 반면 중산층의 주거는 교외의 단독주택이 

보편적이었으며, 도시팽창과 교외의 철도망 확충 및 노동자들로부터 분리되고 싶어 하

는 중산층의 욕구는 중산층의 교외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피시맨은 당시 영국

이 여전히 일종의 계급사회로서 계급간 물리적 분리를 필요로 하였던 점과 과밀하고 

매우 혼합된 도시 중심부보다는 근린지역을 선호한 점 그리고 부르주아의 폐쇄적 핵가

족주와 같은 부르주아 문화로 인해 교외화가 발생하였다고 파악한다.204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

기보다는 중산층이나 중산층화가 가능한 계층을 위한 주택을 주로 공급함으로써 그 효

과가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정책을 펴왔다. 정부가 중산층의 육성에 주력한 것은 

건전한 중산층을 육성함으로써 안정지향적인 사회세력을 형성하려는 목적이었으며,205  

따라서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더 많은 사람에게 자가 보유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206 

정부는 1970년대에 신규주택 위주의 주택공급정책의 근간을 마련하였는데, 신규주택

은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아파트 구입자의 자금부담 능력을 전제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204  Robert Fishman, Bourgeois utopias : the rise and fall of suburbia, 박영한·구동회  옮
김, 부르주아 유토피아, 한울, 2000, pp.49-51. 

205  주택의 소유여부는 계급의 형성과 재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집이라는 하나의 소자산
(petty property asset)을 획득하게 된 사람들은 상류층이 아니어도 자신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
지하기 위해 소수 자본가의 논리에 서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입장에서 중산층의 확대는 경제발전
과 보수적 사회안정에 큰 이점이 있었다. 

206  대량주택공급 정책은 중산층 육성과 주택난 해소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
는 수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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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제공되는 중산층 편향적 정

책이었다. 이러한 점은 아파트가 이미 중산층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계획되었음을 의미

하며, 상대적으로 우월한 정보능력 및 자금동원 능력을 바탕으로 자산증식의 도구로 

발전될 가능성을 포함한다. 

이처럼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은 중산층 이상이 선호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확대에 

있었으며,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지원 정책이나 수요지원 정책은 전무하였고  

공공임대주택제도는 1988년 이후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법

정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목표인 25만호를 채우

지 못하고 19만 호만 지어진 채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아파트와 제조업체 근

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원임대주택과 근로자복지주택 등이 공급되기도 하였으나, 저

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된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은 

2000년 말 기준으로 전체 주택재고의 5.8%에 불과하다. 즉 이전까지 정부의 주택공

급정책은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비형평적이고 계층 편향적이었다.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중산층 수요자의 입장에서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이 무조건적 환

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아파트 초기인 1960년대에는 대량생산기술에 의한 저렴주

택 공급의 확대로, 아파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저소득층 주택’ 혹은 ‘질적 수

준이 낮은 주택’으로 국한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파트에 대한 이

와 같은 대중적 이미지는 크게 변화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중반을 지나며 아파트는 

도시빈민의 집단수용시설이 아니라 새로운 중산층(new middle class)의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70년대는 한강맨션과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계기로 고층화, 주거규모의 대형화, 시

설의 고급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중산층의 주요구를 반영하는 주택으로써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건설된 시기였다.207  1974년에 완공된 반포아파트는 32, 36, 42평형의 

중산층용으로 건설되었는데, 입주 초기 반포족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아파트

단지 환경이 일반인의 부러움을 자아냈으며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 건설의 기폭제가 되

었다.

207  여의도 개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여의도 시범아파트(1970-1971) 건설 당시 서울시는 아
파트단지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의도에 중산층 이상을 유치하여 이상적인 도시를 건설하여 여
의도 개발의 촉진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 1971년 9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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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3.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의 하부구조가 전체적으로 부실한 상황에서 특

히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중산층 아파트’는 기능적 편의에 대한 문제가 

크게 개선된 주거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신규 아파트 주거단지 개

발 시에 중산층의 유입을 위해 교육여건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점도 결정적인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정부는 강남 개발 시에 강북의 명문학교들의 강남이전을 추진하였고 신도시 개발 시에

도 강남수준의 양호한 교육여건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써 ‘비평준화’지역으로 지정하

는 방법을 통해 교육환경을 중시하는 중산층을 유입하고자 노력하였다. 교육열이 높은 

한국의 중산층 부모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교육여건은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에 대한 선

호를 확대시키는 토대가 되었다.208  

그 결과 한국에서 아파트는 안정된 중산층으로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항목 중 하나

가 되었으며, 자산가치의 보전을 통해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파트 거

주는 필수적인 사항이 된다. 따라서 아파트 확산 초기에는 아파트와 중산층의 이미지

가 결합되면서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것이 곧 중산층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

게 된다. 그러나 아파트 확산이 일반화되고 상품화가 가속화될수록 그 내부에서의 차

별화를 위해 아파트에 특정한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노력 역시 정교해진다.   

3.3.2 주거소비방식 : 선분양제도와 모델하우스

아파트를 통해 주거가 거주공간에서 ‘상품’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주거소비방

식도 변화하게 된다. 건설촉진을 위해 민간 대기업 위주의 공급정책이 이루어지고, 주

택공급규칙과 분양가격규제정책을 실시한 것도 이러한 상품으로서의 아파트 붐을 일으

키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분양가격 규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한 것으로 아파트에 당첨이 되기만 하면 엄청난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 수요를 유발하였고,209  중산층의 주택수요

208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의 성장과 이들의 주거욕구에 부합하는 아파트의 확산은 현상적으로 일
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친다. 즉 중산층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중
산층의 증대하는 주거 수요는 아파트에 집중하였다. 

209  이는 주택 분배상에서도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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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아파트로 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분양가 규제정책으로 신규주택과 기존주택 

간에는 이원적 가격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파트에 당첨되면 그 자리에서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신규아파트의 자산증식 효과는 대단한 것이었

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신규분양의 대기자가 되었다. 

또한 다른 주택유형과 비교해서도 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다소 무리하

여 대출을 받더라도 아파트의 높은 가격상승 폭은 대출이자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이를 만회해 주었다. 즉 아파트는 축재의 수단이나 원천이라는 동태적 의미와 결부되

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주거의 상품화는 주택 매매에 투자개념을 도입하게 

하였고 결국 투기열풍으로도 이어진다.210  

아파트가 중산층의 주거로서 확산되어 온 것은 아파트가 중산층의 요구에 적합한 주택

유형이기 때문이라고 흔히 설명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 아파트가 합리적으로 확산되어 온 것이 아니라 가수요에 의해 그리고 공급자의 

논리에 의해 조작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양가격 규제와 더불어 아파트의 상품화에는 선분양제도라는 국내의 독특한 판

매방식이 자리한다.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으로 1969년부터 1971년까지 3년간 

총 9만호의 시민아파트 건설계획을 추진하던 서울시의 계획은 중도에 포기된다. 정부

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주력했던 대한주택공

사도 1970년대에 들어서며 입주자가 부담하는 선수자금에 의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

여 모델하우스에 의한 분양제도를 시행한다.211 

1971년 동부이촌동에서 정부에 의한 중산층 거주용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본격적으로 

건설되면서, ‘아파트 사전분양제도’는 처음 도입되었고, ‘모델하우스’라는 것도 

첫 선을 보이게 된다.212  입주자 선수자금으로 주택을 건설한다는 취지의 선분양제도

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환경이 빚어낸 매우 특이한 주택공급방식으로, 판매와 소비의 

측면에서 국내의 독특한 주거문화 속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즉 선분양제도는 분

양대금의 80% 이상을 아파트 입주 전에 미리 내야 했는데, 따라서 자금 여유가 있는 

210  우리나라의 주택공급구조는 1960년대 공업화의 추진과 더불어 확립된다. 정부의 가용자원
은 공업개발에 집중되고, 주택과 같은 소비부문은 민간저축에 의존하게 되었다. 정부통제하의 저
금리제도 금융시장과 고금리 사채시장의 이중 금융구조 속에서 민간저축은 사채시장과 부동산시장
으로 유통되게 되고 주택건설은 이 투기성 부동자금에 의존함을 뜻했다. 

211  공동주택연구회, 한국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1999.10, p.41.

212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 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 이숲, 2009,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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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만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였으며, 따라서 중산층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러한 선분양제도가 가능하였던 것은 분양가규제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항상적 초과수

요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분양가가 규제되는 시장에서 주택당첨은 곧바로 프리미엄

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시적인 초과수요상태가 선분양제도

라는 기형적 제도를 정착시켰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분양대금을 소비자에게 미리 

받아 아파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213  

“지금 우리의 도시는 온통 건설현장이 되어 늘 부산하다. 아파트라는 신상

품이 나오면 사람들은 청약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청약 사무실 

앞 도로에서 며칠을 밤새며 줄을 서는 기괴한 일이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언론은 이러한 사실을 경사로운 일인 듯 보도한다. 청약을 한 이후 수

배의 이익을 남겨 되팔려는 투기행위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

지런함을 격려하듯 보도한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도시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택부족 해결, 노후지역 재

개발이라는 구실로 새 상품을 자꾸 만들어야 건설회사, 은행, 부동산개발 회

사들에게 이익이 발생하고, 고용창출이 되어 건설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

는 정신 이상의 사회가 되어버렸다. 고급 주택, 고급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주택이 아니라 몇 년 안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의 투기상품으로 왜곡되어 버렸다.”214  

이러한 선분양제도와 관련하여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적인 건축문화

현상으로,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의 단위세대를 분양의 과정을 통해 일반적인 소

비재처럼 잠재적 수요자에게 전시하고 판매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건축유형이다. 

즉, 분양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실제 입주 및 사용이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주거를 판매

하는 과정에서, 도면을 이해할 수 없는 일반인들에게 자신이 사게 될 물건을 미리 보

여주는 일종의 "건축·공간적 시뮬레이션"215 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하우스는 태생적으로 최종적 소비재인 아파트와의 관계가 상호의존

213  장성수, 1960-1970년대 한국 아파트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180.

214  테오도르 폴 김, 사고와 진리에서 태어나는 도시, 시대의 창, 2010, p.303.

215  이경훈, 아파트 모델하우스 외관에 나타난 환유 구조에 관한 연구 - 라캉의 욕망이론을 중
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 3호 (통권185호), 2004.3,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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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일 수밖에 없으나, 그 기능적 특성상 아파트의 단위세대 공간을 재현하되 그것이 놓

여진 맥락은 상실하였으며 판매를 위해 최대한 그럴 듯하게 포장된 모습을 전시하는 

특징적 내부를 가지게 된다. 

“선분양이란 집이 지어질 벌판에 합판을 두른 가건물을 지어놓고 그 내부를 

여러 조각으로 나눈 뒤 한참 뒤에 지어질 집의 공간 나눔새와 함께 누구나 

들여놓았으면 싶은 가짜 살림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그곳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실제의 생활공간을 경험할 수 없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나 

일상의 장소를 전혀 경험할 수 없다. 즉 실제가 아닌 상황에서 주택의 실수

요자들은 자신이 살아가야 할 환경에 대한 선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으

며, 여러 곳을 돌며 모델하우스에 들어찬 고급 설비와 번쩍이는 마감재만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뿐이다.”216 

모델하우스는 실제 대지 내에 지어진다 하더라도 그 경관이 현실적 일상을 전혀 의미

하거나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래의 거주자들은 모델하우스에서 조감도나 투

시도 같은 이미지와 단지전체의 축소 모형 그리고 단위세대를 실제 스케일로 재현해 

놓은 전시 공간 등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그러나 단위세대도 여러 타입들 중

에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타입만 전시될 뿐이므로, 일부 거주자들은 자신이 거주

하지 않을 다른 세대의 타입을 통한 제한된 공간 이미지 밖에는 얻을 수 없다. 또한 

모델하우스 안에서 실제 스케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모든 공유공간은 배제된 

현관문 안쪽의 공간뿐이다.2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에 충분할 만큼 매력적이어야 하는 

상업성에 기반하여, 단위세대 내부는 고급 마감재와 최신 인테리어, 최첨단 설비들로 

무장되어 있다.218  아파트의 상품화가 진전될수록 대규모 건설업체들 간의 상품 경쟁

은 치열해지지만,219  상품경쟁 국면에서 주택업체들이 수요자들의 선호를 끌기 위해 

무엇보다 노력한 것은 모델하우스의 단위세대에 집중한 “전용공간의 고급화 및 충실

화”220  였던 것이다. 

216  박철수, 현재성을 갖는 과거 - 설계관행의 출발점, 공간, 2003년 9월호, p.101.

217  모델하우스라는 전시공간의 특성상, 일반적인 거주자들의 주거에 대한 가치관을 전용공간인 
단위세대 내부로 한정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218  그리고 이들 대부분에는 실제 아파트에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작은 문구가 붙여 있다.

219  수도권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들에서는 1987년부터 도입된 민간합동개발방
식에 의해 공동주택단지개발사업에 다수의 민간건설업체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업체 간의 상품경쟁이 치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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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업체들의 전용공간 고급화 노력은 공간계획보다 내부 마감자재에 집중되었다. 

부엌가구, 거실장, 신발장, 창호, 벽지, 바닥재, 세면기 및 욕조 등을 대상으로 한 고

급화 바람은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끌며 업체 간의 선호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

로 작용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마감재 고급화와 더불어 전용공간 충실화를 통해 수요자들의 시선을 끌려는 노

력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발코니 면적의 확대와 전면 폭의 증대이

다. 이는 남향에 면하는 베이(bay)를 더 많이 제공하는 평면계획이나 세대 내 조망의 

확보를 위한 배치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의 상품경쟁이 주거동이

나 단지 계획보다는 단위세대 내부설계와 마감재 고급화에 치중하면서 계획기법의 발

전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처럼 모델하우스는 아파트의 모방이라는 의존성에 상품으로서의 상업성을 갖추며,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더 모델하우스라는 환상 속 거주공간에 탐닉하게 한다. 이를 통

해 주택관념을 더욱 더 내향화시키고 거주자들로 하여금 가족 중심적 공간, 자기 충족

적 세계에서 현관 바깥보다 내부 공간을 중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데 정점을 찍는

다. 

그런데 최근에는 단위세대에 주력하던 업체들의 상품경쟁이 단지 내 외부공간을 차별

화 요소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상품경쟁력 확보에 노력하던 주택

업체의 입장에서는 “단위주택들의 마감재를 고급화하는 것보다는 조경시설 등 옥외공

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투자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221 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실질적인 외부공간에서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시각차원의 그리고 분양마케팅을 위한 형태적, 과시적 미학에 대한 집착으로 완성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집이 지어지기도 전에 판매되는 우리나라 분양제도의 특성상, 아파트 모델하우스

의 과잉 발전이라는 사회적 폐단은 불가피한 것이다. 모델하우스는 물량주의와 표준설

계로 인해 입지조건 외에는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해, 

톱스타 연예인들을 모델로 기용하며 광고와 더불어 기형적인 브랜드 전략을 수행하는 

대표적 수단인 것이다.

220  박광재, 신도시 개발과 주택의 상품화, 공간, 2003년 9월호, p.109.

221  박광재, 신도시 개발과 주택의 상품화, 공간, 2003년 9월호,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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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지 자체의 구성에 특이성이 별로 없으며222  아파트 자체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건설회사의 위상을 보여주는 과시적 모델하우스의 분위기에 관심이 집중

되는데, 과시적 모델하우스 디자인은 자산증식과 계급 상승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

며 아파트 입주가 모든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아파트단지는 획일적이지만 모델하우스 외관은 매우 다양하며, 궁전이

나 하이테크 커튼 월과 같이 아파트 자체와는 무관한 건축적 기표들이 사용되기도 한

다. 또한 모델하우스 입면 형태의 차별화 노력과 더불어, 내부에서도 3층 이내의 가설 

건축물이라는 한계를 과다한 층고로 위장하며 불필요할 정도로 높이를 강조한다. 이는 

실제 아파트가 최소의 층고로 제한된 용적 내에서 최대 층수와 그에 따른 최대 세대수

를 지향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처럼 모델하우스의 내외부가 아파트에 결핍되는 부재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에 대해 이경훈은 “욕망의 환유 구조”223 라 명명하며, 한국 주거문화의 디스토피아

적 미래를 예견하는 부정과 퇴행의 징후들로 파악하기도 한다. 즉 모델하우스는 분명 

일시적이고 탐욕적이며 자본에 의해 소비되는 독창성 없는 한국 건축을 위장하기 위해 

만든 시뮬라크르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몇 십 억에서 몇 백 억이 소요되는 초호화판 모델하우스에는 “갖가지 상

술이 횡행”224 한다. 일반적인 비율을 벗어난 작은 침대로 방의 크기에 혼란을 가져

오기도 하고, 실제보다 높은 천정으로 위장을 하기도 하며, 하이힐을 신은 키가 큰 도

우미 앞에 납작한 실내화로 위축시켜 모델하우스를 실제보다 넓어 보이게 하는 공간 

심리학 등도 절묘하게 활용한다. 또한 수납장을 열어보면 명품이 전시되어 있기도 하

고, 심지어 검정 드레스에 하얀 모자와 앞치마를 두른 전형적인 서구식 하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배치됨으로써 신분과 지위 상승의 욕구를 자극하기도 한다.

“가장 많이 느끼는 차이점은 모델하우스보다 실제 아파트가 좁아 보인다는 

222  사실 단위세대 자체의 내부 구성과 단지계획에서 건설회사별 그리고 단지별로 그다지 차이
가 없다. 따라서 고급설비나 마감재 그리고 매력적인 인테리어 연출에 주목하게 된다. 특히 전문
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도면과 이미지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출된 분위기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된다. 

223  이경훈, 아파트 모델하우스 외관에 나타난 환유 구조에 관한 연구 - 라캉의 욕망이론을 중
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 3호 (통권185호), 2004.3, p.114.

224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 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 이숲,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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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니다. 이는 견본주택을 더 넓게 보이기 위해 특수 제작한 소형가구가 주

는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모델하우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안방에 놓인 

2인용 침대는 가정에서 부부가 사용하는 침대보다 턱없이 작습니다. 실제 누

워보면 보통 키 남자의 다리도 침대 밖으로 나올 정도로 짧게 특수 제작된 

것이지요. (...) 마감재나 면적을 실제와 달리 했다면 사기분양 등으로 문제가 

커지지만, 가구나 전시용품들은 실제 시공과 무관한 것인 만큼 건설사가 이

런 빈틈을 놓치지 않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델하우스가 제한된 공간

인 만큼, 여러 면적 타입 가운데 어떤 타입을 보여줄지도 전략적으로 선택됩

니다. 대부분 ‘가장 자신 있는 타입으로 꾸몄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만, 최근 주택시장 침체를 맞아서는 건설사들의 모델하우스 구성 전략도 조

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팔기 어려운, 설계에 핸디캡이 있는 타입을 돋보이

게 꾸며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분양으로 남을 만한 주택형을 만들어 놓고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보여줘 분양율을 높이는 전략이라는 게 건설업체의 설

명입니다.”225   

나아가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 한 모퉁이에 가설 건축물 형태로 짓던 모델하우스는, 점

차 적극적인 마케팅 매체가 되어 도심으로 진출하거나 인근 도시에 모델하우스가 밀집

된 지역을 형성하기도 한다. 즉 자신의 실질적 거주 장소가 될 아파트와는 어떠한 상

관관계도 없는 곳에서까지 포장되고 진열되고 소비되는 것이다. 점점 더 주변 현실과

의 맥락을 상실한 모델하우스는 허상과 허구의 세계 혹은 부재하는 욕망의 세계를 판

매하는 진정한 전시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소비방식의 이면에는 대규모 건설업체의 성장과 막강한 마케팅 능

력이 자리한다.226  아파트 공급은 분양가격 규제 하에서 엄청난 대기수요를 형성하였

고 기업은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팔리는 상황 속에서 급속도로 자본을 축적하여 갔다. 

아파트는 수백 호에서 수천 호에 이르는 동일한 평면의 주택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음

으로 인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

한 각종 지원정책도 아파트 공급에 치중되어 있었으므로 아파트는 효율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227 

225  한국일보, 2012년 5월 7일자.

226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으로, 1977년에 주택건설업자의 등록제도
와 지정업자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특히 지정업자제도는 등록업자 중 대규모 민간건설업체를 지정업
체로 지정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국가의 주택건설촉진정책에 기여하도록 한 것이었다. 

227  주택정책이 주택 재고 확대를 위해 대량건설과 공급 위주로 시행되면서 기업의 주택건설에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되어 왔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생산요소 역시 정책당국의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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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아파트 생산 및 소비방식은 소수 주택업체의 비약적 성장을 가져왔으며, 정

부 역시 아파트를 매개로 민간 자금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228  

“1970-80년대 이후, 아파트 위주의 대량건설체제가 확립되면서 1950-60년대까지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자조 또는 자영건설이 거의 사라지게 된 것”229 도 이러한 대규

모 민간건설업체 위주의 주거 상품화 경향이 상승작용 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효율성과 경제성을 아파트 생산의 주요 기준

으로 설정한 채 성장해오면서, 계획원리의 발전이나 인간의 주거환경 조성과는 거리가 

먼 물량주의적 개발행태는 고착화 되었으며, 이를 가리기 위한 상품화 전략은 모델하

우스와 같은 소비측면에서의 별도의 논리를 통해 발전되어 온 것이다.  

즉 에이드리언 포티가 주장한 바와 같이, 모든 디자인에는 온갖 종류의 관념이 담기는

데 특히 그 디자인이 ‘상품’인 경우 제조업자의 상업적인 목적에 맞춰 관념이 더해

지거나 감해지고 변형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전용공간의 중시와 공유공간 및 도시

적 맥락 등에 대한 경시는 우리나라 아파트 발전과정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는 일차적으로 아파트 거주자들의 주거의식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계획가들의 공

급논리와 더불어 대기업의 마케팅 포인트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자발적인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공공연하게 주

입된 허구적 욕망이자 사회에서 경제적인 이익과 결부된 가치들에 동화되어 스스로의 

욕망을 재설정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주거가 복지 차원이 아니라 오직 상품으

로서만 공급되어 온 국내 주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된다. 

3.3.3 주거선택 지향가치 : 자산의 증식과 신분의 상징

힘입어 낮은 비용으로 공급되었으며, 심각한 주택부족 때문에 분양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228  1970년대 후반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등하고 민영아파트 신규 분양
시에 청약창구마다 장사진을 이루자 서울시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층수제한과 용적률
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각종 대책은 기업의 생산효율성을 제고하는 지원책
이 되었다. 또한 민간아파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의 20%가 되어야 분양할 수 있던 것을 
공정의 10% 이상이면 분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을 해소해 주었다. 즉 정부
는 주택난이라는 구실 아래 일관되게 친기업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229  임서환, ‘거주의 예술’로서의 주택정책과 계획제도, 공간, 2003년 9월호,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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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를 기반으로 한 각종 제도 속에서 단독주택에 비해 더 높은 가격상승의 경험은 

아파트의 투자가치를 인식하게 하였고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의 선택에 있어서도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게 하였다.230  즉 아파트 도입 초기에는 온수 사용과 난

방 등 편리함과 관련된 우수한 거주성이 수요의 원인이었다면, 이후에는 높은 가격상

승률이 아파트 소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주거에 대한 소비자의 관점 역

시 일상적 삶을 담는 장소로서의 의미보다 교환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아파트가 가장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투자수단이라는 인식을 

일반화시키며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게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아파트의 엄청난 

프리미엄과 높은 가격상승률로 인한 자산 가치는 아파트 선호를 높인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으며, 자가 소유자에게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대한 경험적 학습은 아파트란 저축한 돈으로 사는 것이라기

보다는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고로 발전되었으

며, 따라서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은 빚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은행대출을 레버리

지로 활용한 부동산 투기도 성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투자를 대부분의 중산층

은 당연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를 통해 자산을 증식해 왔다. 특히 중대

형 평형일수록 가격 상승폭은 더욱 컸기 때문에, 자가 소유자들은 은행대출을 받아 집

을 늘려갔으며 전세 거주자들은 전세금이 상승하는 시기에 대출을 통해 자가 소유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중산층을 위한 도시주거로서 아파트의 상품화는 전적으로 당시 정부가 채택했던 주택

과 경제정책의 결과였고, 그 결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중산층 사이에서 아파트를 둘러

싸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으며 이 경쟁은 급기야 엄청난 ‘투기열풍’으로까지 이어

진 것이다.231  이와 더불어 고도성장, 소득증가, 높은 사회적·지리적 인구이동, 가계 

여유자금의 축적, 인플레 경제 등은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만드는데 가세하였

으며, 따라서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둬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230  단독주택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건물가격은 제외하고 택지가격만을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
되는 반면, 아파트의 가격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아파
트와 달리 단독주택의 질을 평가하는 데에는 여러 요소들이 작용하는 데, 단독주택은 공법과 구
조, 자재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보편적인 시세가 없으며 매매도 땅값을 중심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231  아파트 거주자들의 소극적 공동체의식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담합적 태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아파
트 소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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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택의 소유가 무엇보다 상품의 소유, 즉 자산으로 의미가 바뀌면서 주거선택

에 있어서도 ‘살기 좋은 집’보다는 ‘팔기 좋은 집’이 기준이 된다. 상품화란 무

엇보다 판매와 교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거주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범

용적인 특징이 선호되는 것이다. 그 결과 상품화된 주택에서는 일반인들의 주택에 대

한 보편적 선호와 가치관이 공간구성에 강하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232  

즉 주택상품화 및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인해 개성 있는 주택보다는 범용적 특성을 갖

는 주택이 상품가치가 높아지면서, 개별적 인간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보다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무난한 공간에 대한 요구를 수요자 스스로도 욕망한 바 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과 가족의 삶에 맞는 집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장에서 쉽게 사고 팔리

는 표준화된 주택상품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어차피 표준화된 아파트라면 유일한 차별

화는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브랜드는 더욱 믿을만한 상품 가치로 부각되는 것

이다. 

이와 같이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단지가 하나의 상품이자 교환가치로서 주택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한국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경쟁의 공정성과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장해 온 것과 마찬

가지로, 주택의 공급과 배분과정 역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는 우리

의 주거 지향가치에도 그대로 녹아있는데, 투기심리가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었던 것

처럼 주택에 있어서도 신규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주거이동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경쟁적 현상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아파트는 축재의 수단 혹은 원천이라는 동태적 의미에 기반하여, 부와 신분의 

상징이라는 정태적 차원과 결부되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내 집 마련이 생

존을 위한 최소한의 거처나 단란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공간에서 자산의 소유와 

증식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변화하면서 그리고 이에 대한 기업의 광고 이데올로기

가 가세하면서 아파트는 점차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라는 특성을 갖게 된 것이다. 

물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주거가 여전히 가족의 생존과 휴식 등 안락한 가정생활을 

위한 거처나 안식처의 의미가 강하다. 하지만 중산층 이상으로 갈수록 단순한 물리적 

주택의 의미를 넘어서서 자산의 증식뿐만 아니라 주택을 통해 사회적 위세를 드러내고

자 하는 열망이 강해진다.233  

232  강인호·한필원, 주거의 문화적 의미, 세진사, 2000, p.232.

233  계층에 따라 주거의 의미와 가치는 다르게 나타난다. 저소득층에게 주거는 독립된 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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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서구사회에서도 새로운 부를 바탕으로 출현한 부르주아들은 그들이 새로 획득

한 부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과거 귀족계급에 의해 향유되어 왔던 문화양식

을 답습하려는 경향을 보였다.234  주택의 과시성이 새롭게 계급상승을 이룬 계층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경제성장으로 급격히 늘어난 국내 중산계층에 있어 아파

트가 강한 상징성과 과시성을 갖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베블렌도 벼락부자가 된 자본가들과 그 가족들의 ‘과시적 소비’에 주목하면서, 돈으

로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권력과 가치관을 과시하는 새로운 엘리트를 발견한 바 있다.  

즉 자신의 지위를 확고하게 보장해주는 신분적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외부 

기호에 의존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외부 기호가 경제적 상

징성에 치중되면서 물질적 부를 드러내는 기호만이 엘리트적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특성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부정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상품화가 진전될수록 주

거의 상징성은 편리함에 더하여 아파트 거주자들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하지만 아파트 공급이 한정적이었던 초기에는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정도 신분을 과시할 수 있었지만,235  아파트 거주가 점차 일반화되면서 단독주택과 

아파트 간의 계층 분화는 심해진 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계층은 과거 중산층에서 상

류층 및 중하계층까지로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는 신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각 건설업체는 기호 가치에 

대한 요구를 자극하는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사실 초반에 별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마포아파트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영화 

제작 등을 통해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던 점을 생각해 보더라도, 아파트가 

내포하고 있는 이미지가 어떠한가는 구매의 강력한 동인이 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위협적 세상에 대한 안전과 보호의 안식처로 인식되는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보다 외
부지향적이고 상징적인 가치가 중시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폐쇄사회의 상류층은 주택을 지위표출
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 반면, 새로운 엘리트층은 주택을 지위상징의 수단으로 중시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는 새로운 엘리트 계층이나 이주한 중산계급은 자신의 지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이나 소비재를 전시용으로 이용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234  Fishman, Robert, Bourgeois utopias : the rise and fall of suburbia, 박영한·구동회 옮
김, 부르주아 유토피아, 한울, 2000. 

235  장성수, 1960-1970년대 한국 아파트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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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된 이미지는 아파트라는 사물의 본성을 가장하거나 은폐하거나 변형시키면서 그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향상시키게 된다.

더군다나 제품 기능 측면에서 “고유한 판매 포인트(USP, Unique Selling Point)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236 아파트는, 심지어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신뢰를 주는 건

설회사 그리고 최고의 스타들이 등장하는 광고 등으로 아파트 가격에 거품을 형성하며 

경쟁할 수밖에 없다. 점점 더 치밀해지는 시장분석으로 건설업체는 소비자의 요구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광고와 마케팅을 통한 설득의 

기술 역시 정교해져서 소비자는 광고에서 말하는 바로 그것을 원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237  

즉 2.2.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사회에서는 일반경제를 움직이는 것이 생산이 

아니라 소비인데, 이는 기존의 수요-공급에 의한 경제학과는 다르다. 보드리야르에 의

하면 인간의 욕망은 무엇보다 차이에 대한 욕망이며, 현대인은 상품의 구입을 통해 사

물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기호를 소비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차이가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계급형성의 열망 즉 집단적 동일

성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이다. 즉 개인 간 차이보다 집단 간의 계급적 차이를 추구함

으로써 서로의 존재에 의지하여 그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한다.    

따라서 아파트에서의 신분 상승과 계층 형성의 욕망은 ‘대규모 아파트 주거지역 건

설’을 통하여 동질적 성격을 갖는 가구들을 집합화시킴으로서 현실화된다.238  동질

적 집단의 집합화가 진행될수록 그에 따른 서열화 역시 가속화되는데, 말하자면 거주 

평수와 자녀들의 등수로 사회를 획일적으로 서열화시키는 이른바 한국식 “평·등주의

(坪·等主義)의 온상”239 으로 아파트가 기능하는 것이다. 

236  동아일보, 2008년 7월 25일자. 

237  성공적인 디자인은 관념과 신념들을 변형시킨다는 점에서 마치 연금술과 같다고 에이드리언 
포티가 말한바 있듯이, 아파트에서는 광고를 비롯한 미디어가 그러한 역할을 하여 마치 그것이 우
리가 항상 원하고 꿈꿔왔던 것으로 믿게 만든다. 

238  국가주도 압축성장과 동반성장한 한국의 지배계급은 서구사회 전통적 상류계층의 문화자본 
이 결여되어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절박해지게 된다. 서울 강남지역
이 한국의 대표적 고급 아파트단지 밀집지대로 정착하는 현상은 이러한 새로운 지위집단의 양반
화 추세로 설명될 수 있으며, 다른 사회계층에 대한 상징 폭력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높아진다.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 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 이숲, 2009, p.70

239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 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 이숲, 2009, p.71. 특히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에는, 아파트의 공간적 양극화가 뚜렷하게 심화되어 가격의 지역별 격차가 심해져, 
자가 소유층 내부의 계층분화가 여섯 배가 넘을 정도로 확대된다. 최은영, 차별화된 부의 재생산 
공간, 강남의 현상 - 아파트 가격의 시계열 변화(1989-2004)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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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파트를 매개로 하는 모든 판단을 화폐단위와 재화가치로 치환하다 보니, 결국 남

는 것은 아파트 브랜드와 평수로 사람들을 서열화시키는 무리지음과 서열화의 정치학

이 되고 만다. ‘내가 누구냐’를 ‘내가 몇 등이냐’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는 사

람들에게, 경쟁이 펼쳐지는 학교와 직장을 떠난 공간에서까지 완벽한 서열화를 가능하

게 하는 것이 바로 아파트인 것이다.240  

그리고 이러한 서열화의 기반에는 아파트의 물리적 획일성이 자리하는데, 거의 동일한 

공간 논리를 가진 표준화된 특성 때문에 주택의 가치가 쉽게 수치화되고 계량화되면서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전국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한 서열화는 아파트 브랜드와 평수뿐만 아니라 계층 간 지역적 분화로도 가속화된다. 

특히 계층간 주거지 분리가 일어난 대도시에서는 거주지역이 거주자의 사회계층을 표

시하는 상징성을 갖는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고 주거지역의 상징성이 상당부분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면서, 이제 강남의 고급

아파트 대형평형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 함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241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과 소비 그리고 자산증식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아파트단

지는 이러한 경쟁의 심화가 공간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성공적으로 확산된다. 개인의 차

이는 인정하지 않고, 집단 간의 계급적 차이가 중시되면서 타인의 시선과 인맥의 네트

워크를 위해서라도 고급 아파트 단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과 서열화는 동질적인 계층끼리의 집단화 과정이자 다른 한편으로

는 이질적인 계층을 배제하는 과정으로 작용한다. 계층, 직업, 소득수준과 같은 거주

자들의 사회경제적 속성들을 배타적 원리에 입각하여 담아내고자 하면, 이는 결국 

“소형아파트나 임대아파트에 대한 공간적 격리와 낙인화(烙印化)”242 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사실 같은 브랜드의 동일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평형간에 차별화가 발생하는 상황에

권 제1호, 2006 참조.

240  박철수, 대중소설에 묘사된 아파트의 부정적 속성에 대한 건축학적 해석, 대한건축학회 논문
집, 제26권 제1호 (통권 255호), 2010.1, p.68.

241  아파트 생산과 공급의 차원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절대적으로 지배했던 것과 달리, 소비와 
수요 측면에서는 경제적 상징성이라는 논리가 우위를 차지한다.

242  박철수, 대중소설에 묘사된 아파트의 부정적 속성에 대한 건축학적 해석, 대한건축학회 논문
집, 제26권 제1호 (통권 255호), 2010,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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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243  임대와 분양아파트 간 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간에는 더욱 배타적 태도를 보

이며 강한 분리를 희망하는 태도를 보인다.244  단독주택과 아파트, 임대와 분양, 브랜

드와 평형을 둘러싼 차별화는 표면적으로는 물리적 주거유형에 의한 구분이지만 그 본

질은 물리적 주거환경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나아가 문화적 자본에 대한 차별이

다. 이는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탈개성화시키는 사회적 선입견과 

편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빈약한 복지정책 등의 정책적 현실

도 근원적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서울의 경우,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임대주택이나 소형 평형의 아파트를 계획하기를 선호하지 않았으며 중대형 규모의 입

주자들도 자신들과 신분이 맞지 않고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수 가난한 자들과의 단지 

내 동거를 원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통한 욕망의 계층적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한 치열

한 경쟁으로 인해, 도시의 사회적 삶은 파편화와 갈등으로 기본적인 소통과 통합을 이

루기도 어려워진 것이다.245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관념을 내포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자의 의식은 실제 사용면

에서도 독점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화한다. 단지 내부공간을 단지 내 거주자들만 이용하

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경우도 발생하며, 통과동선조차 철

저하게 배제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도시 공간에 대규모 주거단지들이 폐

쇄적 형태로 들어섬으로써 단지 주변 도로들은 담장과 면한 채 단순히 통행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위 ‘게이티드커뮤니티’(gated community)246 라 불리는 이러한 주거단지에는 일

243  기존 연구에서도 아파트단지가 동일 규모로 이루어졌을 경우 소득이나 가족구성이 거의 동
일하므로 동질성이 형성되지만 한 단지 안에 대형과 소형이 함께 있는 경우 상호질시와 열등의식
이 생겨 이웃관계가 원만치 못하며 관리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재산상 가치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난다. 

244  아파트 거주민들은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단독주택 거주 아
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을 갖고 있었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이런 불안감은 아파트 단지 주위에 단독주택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연령층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천현숙, 아파트 주거
문화의 특성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 아파트 주거의 확산 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p.140

245  나아가 주택가격이 비싸고 장기주택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경제적 지위는 강
한 세습성을 갖는다. 이는 또한 더욱 아파트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246  게이티드커뮤니티란 “주거단지 입구에 게이트(gate)와 단지 주변이 울타리(fence)로 둘러쳐
진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김석경, “시큐리티를 고려한 커뮤니티의 대명사 게이티드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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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주거단지와 차별화되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게이트 통제

와 시큐리티 감시체제에 의한 방어적 공간의 제공 그리고 단지 내 도로나 공개 공간 

및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거주자에게만 개방하는 공용공간의 사적 공간화 등이다. 또

한 다양하고 질 높은 각종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지의 배타성과 차별성

을 강조한다.247 

그러나 단지외부에 대한 이러한 폐쇄성이 인근 단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결국

은 도시 전체적으로 사회적 삶과 그 영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이처럼 

편협한 사고를 갖게 하는 주거유형에 기반하여 내부에만 집중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비

교하며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주거의 의미가 일상의 삶과는 멀어진 자산 증식이나 신

분의 상징을 위한 경쟁의 기반이자 도구적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아파트를 둘러싼 이와 같은 경쟁은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의 의미에도 영향을 미

친다. 빈번한 주거이동을 통하여 자산 증식을 꾀하고 자녀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

는 것도 서열화에 기반한 경쟁에서 비롯되는데, 그 결과 한국에서의 핵가족은 가족의 

정서적 안식처이기 이전에 기능적으로 인식되며 사회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적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아파트는 자산 증식과 신분 상징의 도구가 됨으로써 중산

층 핵가족의 도구적 역할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현대 사회의 소비 패턴은 '필요'(need)한 것이 아닌 '원하는'(want) 것을 구매하

려는 경향이 크고, 사람들은 단순히 스스로 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

인 지위와 서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소비에 열중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비 패턴

은 만족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경쟁 속에서 끝이 있을 수 없다.248  아파트 역시 이러한 소비 이데올로기에 의해 베

블런의 과시적 소비와 보드리야르의 파노플리 효과처럼 특정 계급에 속한다는 사실을 

과시하려는 사회적 지위의 표현 수단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티”, 건축문화 10월호, 2004. 게이트를 통한 외부인과 외부차량의 출입통제, 그리고 울타리를 통
한 커뮤니티의 영역성 확보를 요체로 하는 공동주택단지로 퇴직자를 위한 주택이나 흉악범죄 증
가에 대한 공포감 등의 이유에서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급증하는 추세인데, 현재는 고소득층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도 이를 만큼 미국 전역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최정민, 게이티드커뮤니티 
주거단지와 그 실태에 관한 연구 : 미국 및 일본의 저층 주거단지의 사례, 주택연구, 15권 2호, 
2007, p.99.

247  최정민, 게이티드커뮤니티 주거단지와 그 실태에 관한 연구 : 미국 및 일본의 저층 주거단
지의 사례, 주택연구, 15권 2호, 2007, p.128.

248  로버트 프랭크 지음, 이한 옮김, 사치열병 - 과잉시대의 돈과 행복, 미지북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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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에서 아파트란 계급에 관계없이 모두가 끊임없이 소외될 수밖

에 없는 주거유형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합리함과 부조리함을 감추기 위해 아파트에는 

수많은 신화가 덧붙여진다.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만큼 신화에 의존하는 상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본가 입장에서도 이윤을 위해 이러한 신화의 사용은 필수적이

었으며 그러한 관념들은 아파트에 상품성을 부여하였다. 

즉 아파트는 상위 계급에 근접할 길이 요원한 부조리한 현대 사회에서 하위 계급에게

는 대출과 투기를 통한 부동산 신화였으며, 문화자본이 부족한 졸부들에게는 교양 있

는 엘리트 계급에 버금가는 지위를 획득시켜주는 지위 상승의 신화였다. 뿐만 아니라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아파트 사이에서 특정 아파트를 우러러 볼 수 있게 하는 탁월한 

브랜드 신화였던 것이다. 

분명 아파트에 거주함으로써 삶의 질이 단번에 개선되거나 교양과 품격을 지닌 사회 

지도층으로 거듭난다거나 하는 모든 희망은 사실상 허구임에도 불구하도, 그러한 이미

지와 욕망에 종속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적극적으로 통용되고 인정되는 신화가 되었

다. 결국 소비자는 건설업체가 만들어 놓은 그 신화에 의지하고 공생하며, 아파트를 

통한 계급 상승의 꿈을 스스로 염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양성과 차이, 

이타적 배려 등을 포함하는 일상적 삶의 인간적 가치들은 배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3.3.4 주거문화특성 : 삶의 양식화와 문화적 평준화 

보편적인 핵가족이라는 거주자를 상정하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무난하고 범용

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거의 동일한 공간 논리를 가진 획일성은 비단 공간 차원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삶의 내용까지도 표준적 스타일로 양

식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파트라는 표준화된 물리적 획일성은 거주자의 일상적 

삶까지 패키지된 상태로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삶의 내용으로 

이어진다. 

“아파트가 획일적이라는 지적은 주거동의 모양이 똑같다는 점을 탓하는 것

이 아니라 아파트단지에서의 생활이 단조롭고 무료한 것이어서 삶의 활력을 

갖지 못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획일적이라는 말을 단순히 모양이 같아 문제

라고 이해하는 것은 그 말의 속내를 제대로 읽지 못한 어설픈 진단에 불과하

다.”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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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양식화는 비단 접지성이 결여되고 균질한 단위세대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단

지’라는 물리적 형식으로 인한 단조로운 공간 조직과 열린 사회적 공간의 상실, 그로

인한 지루한 풍경과 무미건조한 경험에서도 발생한다. 즉 표준적이고 균질한 공간들의 

병렬은 그 안의 삶까지도 그러한 방식으로 획일화시키며 다채로운 삶의 활력을 사라지

게 한다. 

“이곳(단독주택)으로 이사 온 뒤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아직까지 백화점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낮잠을 즐긴 것은 기껏해야 한

두 번에 불과하다. 글쓰기나 책 읽기를 떠나 서재에 머무르는 시간도 무척 

많아졌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런 변화가 생겼을 터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백화점 나들이는 아파트에서의 무료함을 보상하기 위한 도피처인 셈이었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다. 낮잠 시간이 거의 없어진 

것 역시 신체의 피곤함보다는 아파트 생활의 무료함이 가져온 연쇄작용이 아

니었을까 의심하게 된다. 서재에 머무르는 시간은 처음으로 나를 위한 공간

을 갖게 되니 자꾸 보듬고 싶어 그리 되었다고 하겠다.”250 

     

그러나 아파트의 단조로우며 폐쇄적인 공간조직으로 인한 삶의 양식화는 여전한 반면, 

이러한 현실을 가리기 위한 아파트 단지의 과시적 경쟁은 치열해진다. 남의 눈에 잘 

띄어야 하며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싶게 하고 남들로 하여금 자신을 높이 올

려다보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하에 아파트 단지는 점점 더 초고층화, 대

단지화되며, 아파트 외벽을 장식하는 브랜드 로고와 상층부 장식은 더욱 거대해지고 

화려해진다. 

아파트 단지 간에는 그 외형과 외관을 통해 과시적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동일 단지 

내부에서는 특별히 거주자의 개성을 외관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위세대 

내부공간이 문화적 쇼윈도 역할을 파며 과시적 전시성 공간이 될 공산이 크다. 집 꾸

미기의 주요한 참조점이 되는 모델하우스에서의 과시적 장식 경향은 집이 다 지어진 

뒤 다시 “구경하는 집”251 으로 이어지는데, 아파트의 외관이 단지 차원에서의 사회

249  박철수 ․ 박인석, 아파트와 바꾼집, 도서출판 동녘, 2012, p.34.

250  박철수 ․ 박인석, 아파트와 바꾼집, 도서출판 동녘, 2012, pp.272-273.

251  ‘구경하는 집’을 찾으면 각종 고급스런 커튼재료와 휘황찬란한 조명기구들, 기본적으로 
주어진 설비와 기기를 뜯어내고 고급스런 것으로 대체한 대체설비들과 번쩍이는 바닥재 그리고 
황금색으로 칠해진 욕실기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박철수, 현재성을 갖는 과거 - 설계관행의 출발
점, 공간, 2003년 9월호,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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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위와 신분의 상징이라면, 아파트 내부 공간은 각 거주자의 개성과 취향이 드러나

는 각 세대 간의 경쟁 공간인 것이다. 특히 거실은 다른 공간들보다도 더욱 지위 표출 

공간으로서 전시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 결과 아이러니한 모순이 발생하는데, 외형적 모습뿐만 아니라 내부공간도 획일적으

로 동일하게 주어지는 아파트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경쟁과 모방의 부추김은 역

설적으로 문화적 평준화 혹은 평등주의로 귀결”252 된다는 점이다. 옆집과 쉽게 비교 

가능한 동일한 공간적 상황 하에서, 경쟁과 모방을 부추기며 가족 특유의 개성과 상관

없이 실내장식이 집단적으로 획일화되는 경향은 아파트에서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

상이다.253  

사실 아파트에서는 각 실별로 가구의 종류 및 나열이 거의 동일한데, 비례나 구성이 

동일한 획일적 공간구조라는 아파트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경쟁이 오히려 취미와 취향 

자체의 획일화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는 나름의 개성을 찾고자 하는 신흥 중산층이 각 

개인의 실제적인 취향과 안목 등의 문화자본이 결여된 상황에서 천편일률적 겉치장에 

휩쓸린 데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인테리어가 아무리 개성을 드러낸다고 해

도 결국 그 시대의 한정된 물자를 이용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

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간 자체의 획일성과 균질함으로 인해 더욱 평준화될 개연성이 

높고 또 실제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이러한 중산층의 획일적 문화주의는 한편으로는 소비주의를 촉진시키며 자본주

의를 확대재생산 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기능 역시 담당한다. 우리가 흔히 대중문화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진정 대중이 원하고 그들에 의해 생산된 자생적인 것이기 보다 미디

어에 의해 문화적 내용이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 견지에서 보

면 이러한 주거문화 평준화 현상은 소비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용이한 기반이 되며 

일원화된 가치에 의한 경쟁에 지배되는 우리 삶의 실제적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1998년에는 분양가가 자율화되면서, 건설업체들은 내부 장식의 고급화와 첨단설

252  아파트에서의 닮은 삶을 조명하는 박완서의 소설 ‘닮은 방들’에서의 주인공 역시 편리함
과 독립성을 위해 아파트로 이사하지만 점차 평균적인 아파트 문화에 동화되어 간다. 그에게 동일
한 아파트 공간 내에서 동일한 삶의 패턴을 이루며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흉내 내기와 획일화된 
삶은 벗어나야 하는 일종의 압박이 된다. 전남일·양세화·홍형옥, 한국 주거의 미시사, 돌베게, 
2009, pp.176.

253  은난순, 1980년대 이후 한국 주거문화에 나타난 근대화의 재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2권 제5호, 2004,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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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통한 아파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이는 도시주거의 풍요로운 공간

환경이 결여된 자리를 첨단 설비와 기능향상 그리고 과시적 장식으로 채워 넣으며 사

람들로 하여금 대리만족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보이지 않는 삶의 진정한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외적 스펙터클을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빈약한 주거의 일상을 편리한 첨

단기기와 시각적 쾌락으로 가림으로써, 인간 본연의 감성과 정서 그리고 일상이 중요

하다는 기본적 진리는 은폐되어 갔다. 

또한 문화는 대부분의 경우 시간적 차이를 두고 상류계급에서 하위계급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외현적 양상이 과시적 장식으로 일관된다면 동일계층끼리는 평준

화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하위계급은 언제나 재현과 모방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

문에 이를 따라잡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소외만 되풀이될 뿐이다.  

이와 같이 아파트단지의 물리적 환경의 획일성은 삶의 양식의 유사성과 관계를 맺으

며, 나아가 가치관과 의식의 획일화까지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또한 획일성에 기반

한 서열화와 경쟁은 오히려 문화적 평준화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이러한 주

거유형의 특성을 기반으로 그동안 사회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이룩하기도 하였지만, 주

거가 일상적 삶을 담아내는 공간으로서 거주자의 의식뿐만 아니라 정체성까지도 형성

한다는 점에서 주거의 동질성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3.4 소결 : 아파트단지의 보편적 확산과 일상

모든 비서구사회의 근대화는 서구문화의 도입에 의해 서구문화와 전통문화의 혼합으로 

진행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비서구의 근대화는 유럽에서 서서히 구성되어간 관념과 제

도의 고유한 역사성은 제거한 채, 그것 자체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

어져왔다고 한다. 합리성, 효율성, 경제성 등의 원리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

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짧은 시기에 자본주의라는 생산양식을 기반으로 고도의 경제성장과 근대

화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겨를도 없이 숨 가쁘게 나름의 

주거문화를 이룩하여 왔다. 수십 수백 년간의 역사적 맥락을 통해 형성되어 온 개념어

들을 별다른 고민 없이 수입하여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핵심적 원리들로 신봉하게 

되었으며, 그 중 특히 근대적 도시주거의 물리적 공간 도입은 그에 내재된 관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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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전반까지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생산과 공급의 영역에서 바라보면, 서구 근대 산업 자본주의의 합리성과 효율성 이념

을 매개로 사용자 혹은 거주자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고착되었으며 주거생

산방식도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물량주의와 표준설계로 나아가게 된다. 또한 주거계획

에서의 지향가치도 기능과 효율 등의 합리적 가치와 가족주의 및 개인주의와 같은 사

생활 강화 그리고 평등주의라는 일반 논리로 환원된다. 나아가 주거 공간구성도 자체 

완결적이며 기능 중심적으로 일관하며 공간의 구획과 분화에 초점을 맞추고 내향화되

며 사회적 관계나 소통은 간과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롭게 경험된 편리함이라는 

가치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정당화시키는 중요한 거주 가치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도시와 주거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적 상황과 비교하여

도 유례가 없을 만큼 아파트라는 단일 주거유형이 거의 전 국토를 지배하며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국내 역시 고층 아파트단지의 확산에 대한 일부 전문가

들의 비판이 있기는 하였지만, 소비자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아파트의 편리성

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하에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자산의 보

전 및 증식 수단으로 확산되어왔다.254   

이러한 특성은 서구에서 아파트가 저소득층 도시주거로 도입되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한국의 독특한 주거문화를 형성하는 배경으로 작용해왔다. 즉 한국에서 아파

트는 근대적 주거공간의 편리함과 더불어 하나의 상품으로서 확산되며 자산 증식의 수

단, 신분과 지위의 상징 등 다양한 소비사회적 요인들이 맞물리고 얽히면서 오히려 대

다수 국민의 선망의 되어버린 특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가장 획일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근대적 주거유형이 국내의 압축적 경제성장

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현대 소비 자본주의와 동시적으로 결합하면서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산업사회 대도시에서 노동의 재생산을 위해 제공되었던 

저소득층 주거와 1960년대 이후 현대 소비사회에서 차이의 욕구를 실현하는 ‘소비’

의 대상으로서의 집이 한국의 아파트단지에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255  

254  아파트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으로서 도시화, 택지부족, 지가상승 등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중
심의 대량주택공급이 이루어졌고, 아파트의 편리성과 우수한 거주성은 소비자들이 아파트를 선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255  즉 우리나라 신도시는 노동의 재생산의 공간이자 각종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아파트 단지
들이 경쟁하는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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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파트라는 도시주거 유형을 자본주의라는 사회구조와의 관계를 

통하여 바라봄으로써, 국내의 아파트 확산 현상을 급속한 경제성장, 짧은 시기 고도의 

경제성장 등으로 흔히 일컬어지는 ‘압축적 경제성장’의 결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

리고 여기서 ‘압축적’이라는 의미는 근대 산업 자본주의와 현대 소비 자본주의가  

서구에서와 달리 국내에서는 다소 시간적 차이는 있으나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하였다

는 데에 그 핵심을 두고자 한다. 이는 아파트가 1960년대에 도입되었지만 한국사회가 

소비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한 1990년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에

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한국은 사회적 구조와 지향가치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산

업화와 압축성장 과정으로 자본주의 논리가 비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주거유형에

까지 과도하게 전파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시주거와 관련하여 근대 산

업 자본주의와 현대 소비 자본주의적 특성이 거의 ‘동시성’을 가지고 발생하면서 

생산과 소비의 자본주의 특성에 내재된 일상의 소외는 이중적으로 가속화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산업사회와 소비사회 메커니즘의 동시적 중첩은 특수한 한국적 기업

형태인 재벌 및 대규모 건설업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라는 고도의 관료제의 

개입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었다. 르페브르는 현대 ‘소비조작의 관료사회’에서 개인

은 관료제와 자본에 의한 소비 조작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정부와 더불어 특히 

한국의 재벌은 대규모 자본을 갖는 고도의 관료제로 고도의 합리성을 통해 일상생활의 

조작이 가능한 기업형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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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의 관료제 ]
정부 +  대규모 민간건설업체 / 건설재벌

생산과 공급의 영역 : 표준화된 대량생산 주거유형 소비와 수요의 영역 : 주거의 상품화

아파트 공급 대상

사용자 / 거주자 개념의 보편성

도시주거 유형의 단일성 :  아파트단지의 보편적 확산

주거생산방식

물량주의와 표준설계

주거계획 지향가치

합리적 가치 및 사생활 중시

주거공간특성

기능중심의 구성과 내향화

아파트 소비주체

중산층 수요자 중심

주거소비방식

선분양제도와 모델하우스

주거계획 지향가치

자산의 증식과 신분의 상징

주거공간특성

삶의 양식화와 문화적 평준화

상호
작용

근대 산업 자본주의와 대량생산 현대 소비 자본주의와 소비문화

효율적 생산과 포디즘적 생산방식 차이의 욕구와 광고 이데올로기

[표 3-5]  생산과 소비의 이원화와 아파트단지의 보편적 확산

또한 생산과 공급 차원에서의 사용자와 거주자 개념의 보편성은 주거 상품화를 위해 

개성 있는 주택보다는 무난하고 범용적 특성을 갖는 주택의 상품가치와 연결되고, 정

부와 민간건설업체라는 공급자의 이익과 편리한 자금동원을 위한 선분양방식과 분양가 

상한선 제한이 소비자에게는 또 다른 편협한 경제논리 즉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다. 이

와 더불어 물량주의와 표준설계에 의한 획일성이 주택의 가치를 쉽게 수치화하고 계량

화시킴으로서 서열화의 기반으로 작동하고 부와 신분의 상징이라는 의미를 부여받는 

등, 아파트단지의 생산과 공급의 차원 그리고 소비와 수요의 차원에 내재된 논리는 그 

자체로서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더욱 가속화시킴으로서 아파트의 보편적 확

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욕구 등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20세기 후반의 

서울에서 고층 아파트단지 외에 물리적으로 다른 대안은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결

국 그것은 선택의 문제도 아니며, “생각의 힘 이전에 사물 자체의 힘이 세상의 흐름

을 결정지은 것”256 이라고도 할 수 있다. 

256  송도영, “우리에게 아파트란 무엇이었는가”, 공간, 2003년 9월호,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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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가 일상의 토대로서 그 인간적이고 개별적인 가치를 담아내야 하는 장소임을 

전제로 한다면,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이나 소비에 기반한 자본과 사회구조의 논

리를 파악하고 도시주거라는 시설을 논의하는 데 있어 현 시점에서 그 일상적 현실의 

소외에 대한 분석의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은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4장에서는 3장에서 논의한 아파트 단지에서의 생산과 소비가 이원화됨으로써 

서로 다른 사회구조적 이념에 근거하며 이중적 소외의 기반이 되는 현실을 바탕으로, 

브랜드 아파트 시대의 등장으로 그 상품화 양상이 발전되고 가속화되는 흐름 속에서 

국내 도시주거의 일상적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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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도시주거 상품화와 일상 : 브랜드 아파트 분석

3장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영역에서 산업사회와 소비사회의 메커니즘이 동시적으로 중

첩되면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도시주거 유형인 아파트

의 보편적 확산의 원인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자본에 의한 생산과 공급의 논리에 의해 

국내 도시주거는 산업사회 표준화된 대량생산 도시주거 유형을 도입하였으며, 주거에 

대한 복지차원의 정책이 열악한 가운데 국내 경제가 소비사회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상

품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아파트단지의 보편적 확산에 내재된 생산과 소비의 이원화된 논리는 국내 

도시주거의 상품화가 진전되며 아파트가 브랜드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브랜드의 이중성

에 근거하여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나타난다. 즉 자본의 논리를 유지한 채 수요자

의 요구 및 일상에 대한 관심을 담아내려는 브랜드의 노력은 그 차별화 전략 속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257  

따라서 4장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의 광고와 아파트단지 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 브랜드 차별화 전략에 기반하여 미디어가 아파트 단지와 그 안의 거주자

의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유통시키는지 분석해보고 실제 단지계획과 더불어 그 안에 

내재된 브랜드의 이중성과 주거 상품화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광고 이미지

와 아파트단지라는 실체 그리고 이들 상호간의 메커니즘을 통해 도시주거의 상품화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57  본 논문은 도시주거에 대한 수요자의 실제적인 요구사항과 그 반영여부를 분석하고자 함은 
아니며, 브랜드가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영하며 이를 설득
시키고자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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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내 도시주거 상품화와 아파트 브랜드화 

4.1.1  상품화의 진전과 아파트 브랜드화

한국사회가 본격적인 소비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략 199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258  그러나 1991년에 들어서면서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2-5% 상승

에 그치는 정도로 둔화되었고, 이후 1997년까지 한자리 수의 상승률을 꾸준히 유지하

다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경제 위기를 거치며 급락하게 

된다. 정부는 급격하게 둔화된 경제활동을 전환하기 위해 1991년부터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신경제 5개

년 계획에 따라 매년 50-60만 호 수준에 해당하는 물량중심의 주택공급 정책기조를 

유지한 바 있다. 이 때 주목해야 할 점은 민간부문의 역할이 한층 강조되었다는 점이

다.259  

경제적인 상황변화와 정책기조의 변동에 따라 1988년부터 추진된 정부의 200만호 주

택공급계획도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었던 당시까지의 공동주택 공급주도권

이 민간업체들 위주로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특히 정부의 200만호 건

설계획 추진을 위한 개발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5개 신도시 총 30만호 규모의 주거단지들이 개발되었다.260 

수십 개 민간건설업체들의 참여 하에 1989년부터 진행된 수도권 5개 신도시개발은 이

258  1986년부터 성장세를 회복하여 가던 한국 경제는 1988년 말에 호황이 절정에 달하며 
1988-1990년에는 무역수지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특히 1980년대 말 한국 경제는 
사상 유례 없는 호황을 경험하면서 급성장하게 되고, 이후 사회 ․ 경제 ․ 문화 모든 측면과 함께 
주택시장에도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 전환점을 이루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259  연간 아파트 건설물량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까지 30% 수준을 유지
하였으나, 1989년 이후로는 15% 내외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민간업체 중 대형업체들인 
지정업자들의 아파트 건설실적이 이제껏 주공의 절반에 그치던 수준에서 1989년 69,322로 주공
의 건설량(50,682)을 상회하기 시작, 1995년에는 213,990호로 주공(70,292호)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공동주택연구회,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1999, p.66.

260  1989년 4월 29일 분당, 일산 신도시 개별 발표로 시작된 수도권 신도시 개발사업에 의해 
성남 분당(97,344호), 고양 일산(69,000호), 안양 평촌(42,164호), 부천 중동(42,500호), 군포 산본
(42,039호) 등 5개 신도시 총 30만호 규모의 주거단지들이 개발되었다. 공동주택연구회, 한국 공
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1999,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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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껏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민간주택업체들의 주택 사업을 동일 시기, 동일 지역에 집

중시킴으로써 업체들 간의 치열한 분양경쟁을 불러일으키며 아파트 상품화 경쟁을 본

격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261  따라서 1990년대는 한국사회가 소비사회 

국면에 접어들면서 도시주거 상품화가 본격화되고 그에 따라 “수요자 요구 대응이 보

편화되는 시기였으며, 그것이 주택(단지)의 차별화전략으로 발전”262 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박철수(2008)는 이 시기가 ‘브랜드화를 위한 사전 전략의 시기’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파악한다. 

손세관 외(2000)의 연구에서도 1990년대 이전의 아파트 문화가 수동적이고 표준적인 

삶에 맞추어졌다고 본다면 1990년대의 신문광고의 내용들은 사용자의 요구를 비교적 

민감하게 수용한 건설업체의 계획론이라고 평가한다.263  또한 손세관 외(2000)의 연

구는 분석대상으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조선일보에 게재된 아파트 광고들을 다루

었는데, 논문이 정한 일정 규모와 내용을 가지는 신문광고의 수를 조사한 결과 모두 

1,153개의 아파트 광고를 수집하였으며, 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아파트 신문광고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아파트 시장이 본격적인 소비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간접적

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264  

국내 도시주거의 이와 같은 소비사회적 속성은 1998년 ‘분양가 자율화’를 기점으로 

브랜드 시대가 개막되면서 정점에 달한다. 이전의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정부가 집

값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되자 주택청약제도와 함께 시행한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원래 취지는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261  공동주택연구회,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1999, p.400.

262  박철수, 인쇄광고물 분석에 의한 서울 및 수도권의 1990년대 아파트 분양특성 연구, 서울학
연구, No.33, 2008, p.82.

263  이 연구에서는 신문광고에 나타난 아파트의 긍정적인 계획특성으로 거주자의 생활방식에 맞
춘 가변적인 평면계획, 입주자 취향을 고려한 선택사양의 도입, 수납공간기능의 강화, 다양한 테마
공원의 조성, 세대별 전용정원의 설치, 다양한 보행자 공간, 지하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지
형 및 조망을 고려한 단지의 배치 등의 내용으로 파악하였고, 부정적인 계획특성으로는 업체지명
도나 주거단지의 위치만을 강조하는 경향 그리고 전용면적 확보, 내부마감재의 고급화, 획일적인 
단지내 상가계획, 일률적인 남향배치의 선호 등의 내용들로 파악하였다. 손세관 ․ 김승언, 1990년
대 신문광고에 나타난 우리나라 아파트의 계획적 특성에 관한 내용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16 No.11, 2000. 

264  특히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 광고 수가 다시 한 번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는데, 이는 브랜드 아파트 시대의 징후를 예견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서 건설업체의 경쟁이 치
열해지며 소비사회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더욱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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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는 1978년 실시된 선분양제도 도입과 더불어 가격 거품인 ‘프

리미엄’을 형성하며, 분양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 사이의 차액으로 인한 투기를 조장

하며 전국민으로 하여금 주거유형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 아파트 그 자체의 자산가치를 

열망하게 하였다.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 받는 데 있어서도 마치 복권과도 같이 ‘당

첨’이란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그 현실적인 의미 역시 복권과 크게 다를 바 없이 통

용되었다. 

그러나 IMF 이후에 나타난 경제적 불황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심화되자, 이를 타

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분양가 자율화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규

제가 풀리면서 건설사들은 단순히 기업의 타이틀을 선전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시장예측을 통하여 저마다의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 주택시장을 점령하

고자 하였다. 사실 기존의 분양가 규제265  는 투기 조장 외에도 주택의 질을 하향 평

준화시키며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었다.

“가장 큰 부작용은 도시가 획일화된 아파트 숲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주

택 가격은 규제되어 있는데 설계를 다양화하고 고급 자재를 사용하면서 보다 

다양한 시설과 설비를 도입하는 것은, 건설업체에게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

만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의성과 품질, 가격 경쟁을 통해 양질의 주택

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획일화된 설계와 

시공으로 성냥갑 같은 주택을 생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많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결국 정부가 획일화와 저비용 시공을 부추긴 형

국이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주택건설의 기준은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일정 수준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변질되었

다.”266  

265  우리나라 주택 가격에 규제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73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서부터이다. 이 때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단계에서 사업 후 공급되는 공동주택 가격을 사업 승인권
자가 승인하는 사항이 포함되었다. 신규 주택의 분양가 규제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로서, 주
요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자가 소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이와 연계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일부 기업의 독과점을 예방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는 당시의 아파트 투기 및 주택 가격의 급등 사태를 저지하는 데 기여하긴 했지만 한편으
로는 주택건설을 위축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이후 정부는 부분 해제나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
로 신규 아파트 공급 시장을 조정해 왔으며, 1998년 12월에서야 전용면적 59.7㎡(18.1평) 이하의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의 분양가가 자율화되었다.  전남일 · 
손세관 · 양세화 · 홍형옥,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게, 2009, p.389.

266  전남일·손세관·양세화·홍형옥,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게, 2009,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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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70년대 1970-80년대 중반
1980년대 후반 

- 90년대 중반
2000년대 이후 (브랜드화)

지역명 + 아파트 기업명 + 아파트 지역명 + 기업명 + 아파트

지역명 + 브랜드,

지역명 + 브랜드 + 서브네임,

지역명 + 서브네임 + 브랜드

종암아파트, 

마포아파트, 

와우아파트 등

현대아파트, 

대우아파트, 

우성아파트 등

한강 현대 아파트,

보라매 삼성 아파트 등

역삼 e편한세상,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서초 아트 자이

[표 4-1]  아파트 단지 명칭 변천 과정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와 같은 정부 정책들을 통해 주택시장의 

환경이 변화하고 건설업체들은 소비자를 향한 적극적인 마케팅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

면서 도시주거 상품화는 브랜드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

정책이 열악한 국내의 경우, 소비사회 상품화 경향이 건설업체의 아파트에까지 미치며 

이를 더욱 가속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시주거 상품화의 진전과 아파트의 브랜드화는 그 명칭의 변천을 통해서도 파

악할 수 있다. 아파트 도입 초기인 1960년대의 아파트들은 마포아파트, 와우 아파트 

등과 같이 통상 ‘지역명+아파트’로 불렸다. 그 이유는 정부의 경제개발 및 주거환

경 개선 정책에 따라 민간 기업보다는 주택공사에서 보급하는 아파트가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이

행과 중동특수에 따라 대형 건설업체가 생겨나고 이들이 아파트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

여함에 따라 점차 대우아파트, 현대아파트, 우성아파트, 동아아파트와 같이 ‘기업명+

아파트’혹은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아파트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지역명+기업

명+아파트’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나타났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 아

파트 브랜드 시대가 도래하면서 점차 기업명을 언급하는 경우는 사라지고 반포 자이와 

같이 ‘지역명+브랜드’로 일반화된다. 또한 아파트 브랜드가 확산되면서 ‘아파트’

라는 단어 자체도 브랜드 네임 안에 그 의미가 포함되면서 생략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대신 아파트단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동일 브랜드 내에서도 각 단지의 특색을 살

리기 위해 서브네임이 활용되는데, ‘지역명+브랜드+서브네임’ 혹은 ‘지역명+서브 

네임+브랜드’ 등으로 나타난다. 동천 래미안 이스트팰리스,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서초 아트 자이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아파트 브랜드화는 ‘e-편한세상’, ‘래미안’ 등의 브랜드 광고를 시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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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브랜드명 론칭시점

대림산업 e-편한세상 2000년

삼성물산 래미안 2000년

롯데건설 롯데 캐슬 2000년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2001년

두산건설 위브 2001년 

포스코건설 더 샾 2002년

GS건설 자이 2002년

대우건설 푸르지오 2003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268 2006년

[표 4-2]  주요 아파트 브랜드 등장 시점 (최초 분양광고 시점 기준) 

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차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의 표는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가 등장한 시점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267  

이와 같이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가 2000년 이후에 출시되면서, 이후 아파트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브랜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즉 주거 상품화 경

향 하에서 주거선택 지향가치로 교환가치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대규모 

건설업체의 브랜드는 품질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그 자체로서 자산가치의 상징으로 대

두되게 되는 것이다.  

1999년 서울시 거주 1,030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아파트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입지여건(교통, 교육), 단지 외부공간, 아파트 내부공

간에 이어 건설업체 즉 브랜드가 4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투자가치의 순이었

다.269  

 

또한 2003년 10월 LG경제연구원에서 입주 3년 미만의 수도권 아파트 입주민 398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구매한 기

267  [표 4-2]는 장혜원, 아파트 TV 광고의 변화 과정과 의미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30 참조.

268  현대건설은 대림산업 및 삼성물산과 함께 2000년도에‘현대홈타운’이라는 브랜드로 아파
트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타 브랜드 아파트에 비해 인지도를 형성하지 못하자 2006년‘힐스테이
트’로 다시 새롭게 출시하게 되었다. 

269  장성수 ․ 서정렬 ․ 경신원,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아파트 상품개발 전략 연구, 주택산업
연구원, 2000,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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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유명 브랜드의 아파트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즉 아파트 구

매 동인(Key Buying Factor)이 브랜드(25.6%), 교통(18.9%), 투자 가치(11.1%), 적

당한 분양가(6.9%), 주변의 발전가능성(6.0%) 순으로 나타나 브랜드를 포함한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70  

즉 브랜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여겨짐과 동시에 가격 프리

미엄과 결부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세 번째 중요한 구매 기준

으로 조사된 투자 가치와 다섯 번째의 주변의 발전가능성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

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2003년 당시 투자 수단으로써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상당

했음을 시사한다.  

김종배(2007)271 역시 아파트 구입시 고려사항으로 경제적 환경 요인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그 중 브랜드보다는 아파트 구매가격이나 투자가치가 더욱 우선하였으나, 아

파트 구매에 있어서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인식과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가 일치하는 

경향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는 기업의 적극적인 광고를 통하여 가치가 상승함을 밝혀낸 

바 있다.  

조재영 ․ 강석범(2010)의 연구에서도 브랜드 마케팅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데, 서울

시 거주 주부 1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결과 아파트 구입시 제일 먼저 고려하는 

사항은 브랜드이며, 브랜드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은 대다수가 TV 광고를 통해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272 

2009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김정호(2010)의 연구273 에서도 김종배(2007)의 연

구와 마찬가지로 경제성 및 평당가격 등 금액적인 부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향을 파

악할 수 있었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경제성(투자가치)이 최고로 4.591

인 반면 브랜드는 4.043으로 상대적으로 다소 낮긴 하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트 구매시 브랜드 중요성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정보원으로는 TV, 인터넷, 주변

270  감덕식, 아파트시장에서의 고객만족전략, LG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 pp.3-4 참조.

271  김종배, 아파트 브랜드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
문, 2007.

272  조재영 ․ 강석범, 아파트 브랜드 광고 메시지의 크리에이티브 표현에 관한 연구, 
1990-2000년대 텔레비전 광고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vol.12 no.3, 2010, pp.153-154.

273  김정호, 아파트 구매의사 결정과정에서의 브랜드 효과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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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아파트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택산업연구원 (2000)
입지여건(교통, 교육), 단지 외부공간, 아파트 내부공간, 업체(브랜드), 

투자가치의 순

감덕식 (2004) 브랜드(25.6%), 교통(18.9%), 투자 가치(11.1%), 적당한 분양가(6.9%)의 순

김종배 (2007)

경제적 환경,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 인적환경의 순

세부항목으로는 경제적 환경 범주에서 아파트 구매가격과 아파트 투자가치,

사회적 환경 중 도로/학교/문화시설, 자연적 환경 중 공원/녹지/자연경관 순

조재영 ․ 강석범 (2010)
브랜드, 지역, 제품의 특 ․ 장점의 순

(TV 광고를 통해 브랜드에 대한 우호적 생각 갖게 되었다고 대다수가 응답) 

김정호 (2010)

경제성(투자가치), 평당가격, 교통편리, 구조 및 마감재, 자연환경, 전용면적,

내구성, 주차공간, 건설회사 지명도, 브랜드, 학군수준, 관리비, 외관, 부대시설, 

금융조건의 순

[표 4-3]  아파트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람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74  

 

이와 같이 표준화를 그 기본적인 속성으로 내재한 채 발전해 온 아파트 구매에 있어서 

거주나 취향과 관련된 계획적 특성보다는 무엇보다 교환가치에 기반한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브랜드는  

이를 보증하는 신뢰할만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금융위기 이후인 2012년 현재에도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기대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전국 성인남녀 6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선호

도가 높은 브랜드의 아파트를 얻기 위해 추가 비용을 감수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브

랜드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86.5%으로, 2010년에 

90%가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브랜드 기대심리는 높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275  즉 부동산 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지만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기대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기존

의 투자가치로서의 주택의 의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74  반면에 실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원은 인터넷, 모델하우스, TV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275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높아”, 한국경제TV, 2012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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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공급의 영역

기업의 이윤 추구
자본의 논리에 충실

소비와 수요의 영역

소비자의 이익 추구
수요자의 요구/일상 관심

생산과 소비의 중재

브랜드의
이중성

브랜드 차별화 전략을 통한 소비의 조작

[표 4-4]  브랜드의 이중성

4.1.2  브랜드의 이중성 : 생산과 소비 영역의 중재

소비사회가 발전하면서 등장하는 브랜드는 상품화 경쟁이 가속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시장이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넘어가게 되었음

을 의미한다. 즉 매스 미디어에 의한 획일적 대중문화는 소비사회가 진전되면서 브랜

드화와 결부될 때 단순한 소비의 조작과 강제와는 구별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다.

자본주의 건축 공간 생산에서 기본 모순은 이윤확보를 위해 공간을 착취해야 하는 자

본 측의 필요와 공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요구 사이에 존재하며, 이는 이윤과 

소요(need), 교환가치와 사용가치 사이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276  소비사회 브

랜드의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 둘을 모두 포괄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브랜드는 광고를 중심으로 수요자를 향한 설득과 유혹의 기술로 소비를 조작하고자 

하나, 브랜드 간 경쟁이 심해질수록 일방적인 기업의 논리를 강요하기보다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차별화 전략을 구축해야 하는 것

이다. 

이는 일방향적인 강제와 조작을 넘어서서 수요자와 피드백 관계를 구축하며 서로 영향

을 주고받게 되는 것인데, 따라서 브랜드는 비용절감과 이윤추구라는 자본의 논리와 

더불어 수요자 요구의 반영이라는 이중성을 전제로 한 채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소비

를 조작해나가게 된다. 그리고 상품화로 인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수요자의 요구사항

에 대한 고려의 필요는 더욱 증대된다.   

276  피터 손더스 지음, 김찬호 옮김, 도시와 사회이론, 한울, 1998, 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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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브랜드와 수요자의 요구 및 일상에 대한 관심

흔히 대중매체에 의한 의사소통은 정보와 문화적 내용들이 일방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근본적으로 단절된 의사소통체계를 이룬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브

랜드 간 경쟁이 심해질수록 유혹하는 자의 입장인 마케팅과 광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

가는 자인 소비자 사이에는 더 이상 일방향적인 강제와 조작을 상정하기 힘들게 되었

다. 

즉 브랜드는 광고를 중심으로 소비를 조작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생산과정에서의 

비용절감과 판매량 증가를 위한 기업 입장의 이윤추구 전략에서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출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다시 말해 일방향적인 강제와 

조작을 넘어서서 수요자와 피드백 관계를 구축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사실 상품의 판매를 위해 브랜드 광고는 본질적으로 동시대인의 욕망과 시대정신을 담

을 수밖에 없으며 한 시대의 문화를 투영하게 된다. 따라서 브랜드는 업체와 소비자 

간의 피드백 루프 상에서 지속적으로 영향관계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으며, 기업의 내

부적 논리를 따르면서도 수요자의 요구사항 및 일상에 대한 반영이라는 이중성을 동시

에 내포하게 된다. 그리고 갈수록 후자에 대한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OOOO 사장은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건축공모전인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공동주거부문 본상을 수상하게 된 비결에 대해 "끊임없는 고객과의 소통과 이

를 통한 혁신 및 변화"라고 말했다. OOO 사장은 "한 발 앞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77 

즉 이제 브랜드의 입지를 구축하고 나아가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실

적인 소비자의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잠재적 수요자의 열망까지도 미리 예측하여 제시

해야 하는 노력이 요구되어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 하에서 광고 역시 

동시대인을 설득하기 위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담게 됨과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동일한 이유로 스스로 규칙을 깨는 반동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277  서울경제, 2011년 10월 26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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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캘킨스가 광고를 통해 사회학적 역사의 흔적을 추적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

던 것처럼, 브랜드의 광고를 읽는 것은 그 시대에 깔려 있는 욕망을 읽어내는 것이라

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브랜드의 이중성은 국내 아파트 도시주거 유형의 상

품화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이원화된 논리를 중재하며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해 나름의 방식으로 소비를 조작해나가는 근거가 된다. 

4.1.2.2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

상품이 브랜드화되기 이전과 브랜드화 이후의 가장 극단적인 차이는 차별화된 이미지

의 구축 여부이다. 브랜드는 그 이중성에 기반하여 다양한 차별화 전략을 펼치며 소비

를 조작해나가게 된다. 

“광고의 첫 번째 기능은 특정 브랜드의 상품을 같은 범주 안의 다른 상품과 

구분될 수 있도록 차별화시키는 데 있다. 이 일은 특정한 ‘이미지’를 특정 

상품에 부착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어느 것에든 그것의 정체성은 그것이 

‘무엇인가’보다는 ‘무엇이 아닌가’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정체성의 경계

는 일차적으로 구분(다른 것과의 차이)에 있기 때문이다.”278 

“소비는 사회 전체를 균등화하지 않는다. 소비는 오히려 사회 내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똑같은 스니커즈를 신고 똑같은 책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등은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 먼저 차별화의 논리가 있으며, 이 

논리에 따라 섬세하게 제공되는 상품들에 의해 개인들의 개성과 취향, 욕구

가 만들어지는 것이다.”279  

따라서 물질적 실체로서의 상품이라는 개념보다, 신중한 마케팅을 통해 상품과 관련지

어지는 비물질적인 가치와 이미지가 더욱 중요해진다. 이는 나아가 브랜드 이미지 없

이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그야말로 제품 간의 차이를 식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까지 이르게 된다.

278  Judith Williamson, Decoding Advertisements, 박정순 옮김, 광고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7, p.28. 

279  권용선, ‘생산의 사회에서 소비의 사회로?’, in: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
비, 2011,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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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3가지를 모두 마셔본 다음 비교한 걸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현

실은 이들 3가지 브랜드가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각기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위스키가 아니라, 그 이

미지이다. 브랜드 이미지는 위스키 생산자가 팔아야 하는 90%에 해당한다

.”280 

그러나 초기부터 이미지에 의한 마케팅이 도입된 것은 아니며, 마케팅과 광고의 역사

는 그 시작인 1870년대 이후로 ‘합리적’ 단계와 ‘비합리적’ 단계, 그리고 이 둘

의 종합으로 구분된다. 마케팅의 초기인 1870-1910년 당시 소비자는 본질적으로 합

리적일 것으로 여겨졌으며 쉽게 속임수나 상술로 설득되어지지 않는 대상이었다. 그러

나 1910-1930년대에 소비자는 합리적이기 보다는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합

리적 고려사항들보다 비합리적 충동에 호소하는 기법들이 활용된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에는 두 가지 관점이 종합되어 나타나는데, 설령 소비자의 결정이 

온전히 합리적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의식적이든 혹은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적이든 감

성적 차원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감성적 반응을 불러일으

키는 상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해지게 된 것이다.

또한 대략 1925-1947년의 기간은 제품의 품질이나 그 사용에 대한 이성적 소구

(rational appeal)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것에서, 매력이나 동기의 

개념에 근거하여 소비에 대한 비이성적 혹은 상징적 기초를 통한 접근으로 전환한 시

기이다. 여기서 제품은 신분/지위, 부유함, 가족 단위의 행복 등 소비자에 의해 욕망

되는 특징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표현된다. 

1945-1965년에는 마케팅 전략과 광고 스타일에서 ‘개인화’(Personalization) 경향

이 발견되는데, 개인화라 하더라도 대중매체의 정수인 텔레비전을 통해 접근 가능한 

것으로 편리함, 과학과 기술에 대한 매료, 부유함에 대한 욕망이라는 한정된 특성을 

갖는 전형적인 대중 소비자 개념에 머무른다. 하지만 이러한 전형적인 대중 소비자는 

오늘날 광고에서도 쉽게 인지되는 고정관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281  

280  David Ogilvy, Ogilvy on Advertising, London : Prion Press, p.14. Mark Peterson, 
Consumption and Everyday Life, Routledge, 2010, p.201에서 재인용.

281  Mark Peterson, Consumption and Everyday Life, Routledge, 2010, pp.202-2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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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광고는 차별화 전략을 위해 시장세분화에 이르게 되고, 1970년대 이후 브랜드화

가 급증하면서 시장조사가 등장하게 된다. 대략적인 인구통계 등의 정형화된 이미지에

서 벗어나 더욱 개성에 기반한 가치와 열망들이 요구되어 지며, 소비자의 선호와 열망

에 근거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대두된다. 

따라서 마케팅의 역사는 실재하는(tangible) 상품에서 시작하여 무형의(intangible) 가

치로 끝난다. 그리고 여기서 광고와 브랜드 그리고 로고는 뚜렷이 구분되지만 상호 밀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로고는 일종의 상징으로 광고의 연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데,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노출된 최소한의 정보로 소통하며 다양한 범위의 미디어를 

넘나들며 효율적으로 활용된다. 즉 브랜드와 로고 역시 중성적인 기호가 아니며, 의미

를 생성하는 장치이자 정보의 강요 그리고 거대한 의미 체계에서 작동하는 기호와 상

징인 것이다.282  

그러나 일반적인 상품과는 구별되어야 할 거주 장소로서 일상을 담아내야 하는 도시주

거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상품화됨으로써 그 소외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3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파트라는 주거상품은 다른 소비재와는 그 판매방식이 확연

히 다르다. 고객은 모델하우스라는 전시용 공간과 카탈로그 상의 정보만으로 구매 여

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공급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이다. 다른 

소비재의 경우 이미 사용해 본 사람들의 조언 등을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수집 가

능하지만, 아파트는 적어도 신규공급인 경우 판매기간 즉 분양기간 중에는 이러한 경

험을 해본 사람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선판매-후공급이라는 판매방식은 실체보다 브랜드의 이미지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아파트라는 상품의 경우 다른 소비재에 비해 상품의 보유기간이 길

기 때문에 한 번 형성된 고객의 스키마(schema)는 쉽게 바뀌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브

랜드 아파트는 이미지를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283    

282  Mark Peterson, Consumption and Everyday Life, Routledge, 2010, pp.197-200 참조.

283  이승준, 집에 담고 싶은 모든 가치와 집이 담고 싶은 기본 가치, 건축 1108, 2011, p.18.  
고객들에게 남들과 차별화된 상품, 혹은 적어도 다른 상품과 동등이상의 상품수준을 확보하고 있
음을 각인시키기 위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이다. IT의 본격적인 시장형성시기였던 2007년에는 주택업계에서 너도나도 유비쿼터스를 
앞세웠으며, 디자인의 중요성이 산업전반 뿐만 아니라 경영방식까지도 확산되었던 2008년에는 디
자인 차별화가 상품의 경쟁력이었고, 2009년 이후에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이 대세가 되었다. 이
승준, 집에 담고 싶은 모든 가치와 집이 담고 싶은 기본 가치, 건축 1108, 2011, p.19. 따라서 
실제적인 주거의 기본 가치는 제외된 채,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는 트렌드에 따라 형성되어 왔고 
소비자 역시 이러한 경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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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브랜드화되기 이전과 이후의 가장 극단적인 차이가 차별화된 이미지의 구축 여부이

듯이, 아파트 건설업체들도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을 실천하여 왔다. 이를 위해 단위당 품질에 투자하는 금액이 커지면서 소비자 요구에 

맞춘 고품질 아파트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했으며, 브랜드화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 역시 비교적 넓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건설업체들은 소비자의 요구사

항을 고려한 차별화, 전문화된 아파트를 건설할 필요성 만큼이나, 이를 소비자에게 식

별시키기 위해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 역시 전략적으로 중요해지게 되었

다. 

이는 아파트가 브랜드화되기 이전인 1990년대와 브랜드화 이후인 2000년대의 TV 광

고를 비교분석한 논문에서도, 1990년대에는 아파트 상품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반면 2000년대 이후에는 점차 감성적 이미지를 지향하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힌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2000년대의 광고에서

는 실체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부재하기도 하며 때로는 과장된 비유를 통해 소비자

의 사회적 위신과 지위, 자아실현을 충족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284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품질에 대한 차원도 

구매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윤 외(2011)의 연구285 에서

는 아파트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는 3가지 요인인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지각

된 품질이 소비자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소비자 

태도와 구매 의도 모두에서 지각된 품질,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순으로 나타

났다. 즉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에게 주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품질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 태도 및 구매 의도에서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

로써, 건설회사의 지각된 품질을 알리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 주택은 고가일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구성원이 장시간 공유하는 공간이며, 자

산으로서 가치를 갖는 고관여 제품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신중한 구매의사결정 과정을 

필요로 한다.286  특히 최근에는 일반 상품을 구매할 때에도 광고보다는 소비자 리뷰

284  조재영 ․ 강석범, 아파트 브랜드 광고 메시지의 크리에이티브 표현에 관한 연구, 
1990-2000년대 텔레비전 광고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vol.12 no.3, 2010과 천민정, 
1990년대와 2000년대 아파트 TV 광고 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표현연구,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
대회논문집, 2007 참조.

285  정윤 ․ 박종원, 아파트 브랜드자산이 소비자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
동산학보, vol.4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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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욱 신뢰한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287  소비자 구매방식은 이제 일방적 광고 이미

지에 현혹되기보다 더욱 다양한 방식의 검증을 통하여 지혜로워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즉 이제는 아파트 역시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구매의사결정에 지배되기보다, 이

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하려는 성향이 점차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시

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처럼 이미지에만 의존하는 브랜드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체를 통해 

브랜드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감성적인 이미지 전

략뿐만 아니라, 품질고급화를 위한 이성적인 실체에 대한 접근 역시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정윤 외(2011)의 연구에서는 또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및 인지도 조사에서 최근 브

랜드간의 인지도나 이미지간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시장에서 실체에 기반한 경쟁력으

로 확고한 명성을 구축하여 브랜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등 

체계적인 브랜드 경영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288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이미지 광고를 통해서만 소비자를 포섭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아파트 브랜드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다. 즉 이제 공급자에 

의한 일방적 광고의 논리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던 초기의 주거 상품화 시대의 패러다

임에서, 소비자의 수요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브랜드화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브랜드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피드백 관계가 더욱 고도화되면서 도시주거의 지향점을 

이끌어갈 것이다. 

286  문숙재 ․ 박은희 ․ 차경욱,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Vol.24 No.2, 2006, p.29.

287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소
비자 리뷰의 영향력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고보다 고객리뷰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이 무려 
7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 거액을 들여 만드는 광고보다 제품을 사용해 본 네티즌들의 
후기 한 줄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더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지혜로워
지면서 광고에 의한 허위 혹은 과장된 정보보다는 직접 제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들의 평가가 더
욱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 10명 중 7명 ‘광고보다 리뷰 더 믿
는다’", 파이낸셜뉴스, 2012년 3월 29일자 참조. 

288  정윤 ․ 박종원, 아파트 브랜드자산이 소비자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
동산학보, vol.44, 2011, pp.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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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브랜드 아파트 광고 및 아파트단지 계획과 일상 

국내 아파트는 근대적 기술과 생산방식이라는 물리적 형식과 구조를 지닌 채, 소비사

회의 광고 이데올로기와 상업적 논리를 통해 확산되어 왔다. 그러한 생산과 소비의 이

원화된 구조 속에서 일상적 삶 역시 이중적 소외의 메커니즘 속에 놓이게 될 개연성이 

높아졌으며, 그와 동시에 브랜드를 통한 경쟁과 차별화 전략을 통해 도시주거가 수용

해야할 일상적 삶에 대한 요구조건들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져 왔다. 

즉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팔리던 시대에서 소비자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로 

전환되면서, 이 과정에서 브랜드 광고는 기업의 중요한 차별화 전략으로서 소비자에게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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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국내 아파트 브랜드의 광고지표 및 브랜드지표 TOM 

[표 4-5]와 같이 2008년 광고의 최초상기도(TOM)289 를 살펴보면 래미안, 자이, 푸

르지오와 롯데캐슬, e편한세상의 순이며, 2011년도에는 e편한세상, 자이, 래미안, 푸

르지오, 롯데캐슬 등의 순이다. 광고 최초상기도는 당시 방영되는 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브랜드 인지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290   

289  최초상기도를 일컫는 TOM은 Top of Mind의 약자로 광고의 인지도 및 선호도 등을 대변한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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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브랜드 최초상기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래미안이 상당한 격차로 부동의 1

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뒤를 2008년에는 롯데캐슬, 자이, 푸르지오와 힐스

테이트, e편한세상의 순으로 좇아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자이, 푸르지오와 e편한세

상 그리고 롯데캐슬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4.2절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 중 래미안, 자이, 롯데 캐슬 그리

고 e편한세상의 광고와 광고에서 언급된 실제 아파트단지 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

디어가 차별화 전략에 기반하여 아파트 단지와 그 안의 거주자의 삶을 어떠한 방식으

로 유통시키는지 분석해보고 실제 단지계획을 살펴봄으로써 광고와 계획에 기반한 이

미지와 실체의 관계 나아가 일상의 문제를 브랜드의 이중성을 기반으로 다루도록 하겠

다. 

이를 위해 우선 아파트 브랜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고와 그 매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파트 브랜드화로 접어든 2000년도 이후 광고를 통해 메

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매체는 많은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TV

를 통한 광고이다.

 

예를 들어 양수영 외(2003)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지역 아파트 브랜드 인지 경로를 설

문한 결과 TV, 신문, 주변사람들, 라디오 순으로 집계되었으며,291  장혜원(2008)의 

연구에서도 1999년 이후 TV 광고 증가율이 신문광고 증가율을 앞지르며 가장 높은 

매체점유율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4대 매체

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TV에 대한 관심도가 4.5점(6점 척도)으로 가장 높았으

며 신문(3.7점), 라디오(3.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292   

따라서 TV 광고 메시지 분석은 건설업체들이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방식과 

주거문화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지 그 비전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아

파트에 대해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역시 간접적으로 반영해준다.

290  [표 4-5]는 “e편한세상 전략 History 및 2012 캠페인 전략 방향”, 대림 내부자료, 2011 
참조.

291  양수영 ․ 김경래 ․ 신동우, 후발 건설업체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19 no.6, 2003, p.174.

292  장혜원, 아파트 TV 광고의 변화 과정과 의미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8, pp.11-12 참조. 성별로 보면, TV와 잡지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고 여자일수록 관심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자를 주요 고객층으로 잡고 있는 아파트 광고에 있어 TV광고
는 적절한 매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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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편수 14 12 10 18 54

(2007)
<남자친구 초대>

<친구 초대>

<가가자이>

<나눔>

<경관조명>

<스카이 브릿지>

<일산 자이>

<열기구>

<숨바꼭질>

(2008)

<동창>

<집들이>

<엄마>

<아빠>

<쿠킹 클래스>

<작은 음악회>

<강아지>

<꽃길>

<예술>

<비전>

<집안>

<단지>

(2009)

<수영장>

<산책>

<티가든>

<평면>

<에코>

<반포 자이> <동상>

<1층>

<진심의 시세>

<베이크 아웃>

<북극곰>

<10cm>

<에코하우스>

<창호 & 벽체>

(2010)

<래미안에서의 

72시간>

<힐하우스>

<이스트팰리스>

<서교 자이>

<그린 스마트>
<캐슬의 가치>

<EMS>

<광교>

<수납 공간>

<보안 시스템>

<오렌지 서비스>

(2011 이후)
<앞선 아파트>

<첨단 디자인>

<행복은 

캐슬로부터> 

1편과 2편 

(남편/아내 편)

<진심 공모전>

<어린이집>

<인공지능 

주차장>

[표 4-6]  브랜드 아파트 TV 광고 메시지 분석 대상 (2007-2012년)

따라서 자료의 범위는 래미안, 자이, 롯데캐슬, e편한세상 아파트 브랜드의 최근 약 5

년간(2007년 1월 - 2012년 3월 현재) 공중파 TV에서 방영되는 영상 광고를 중심으

로 하였다. TV 광고에 대한 영상자료는 해당 브랜드 아파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

상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이러한 아파트 TV 광고는 크게 시각적 기호인 영상 이미지와 청각적 기호인 내레이션

을 통해 광고가 지시하는 대상의 소비자들을 향해 그 의도하는 바를 전달한다.293  아

293   즉 일종의 내밀한 기호체계로서 브랜드 가치를 최상으로 미화함으로써 아파트에 대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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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 

(slogan)

 간결한 형식 속에 광고 주체의 이미지를 뚜렷하고 일관되게 각인시키는 기능.

 어떤 대상을 향하여 반복적으로 호소함으로써 친밀함과 호의를 얻고

 그로써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함.

 간결성, 상징성, 독자성, 반복성을 그 특징으로 함.

모델 

(model)

 일반 모델, 전문가 모델, 유명인 모델 등이 있음.

 유명인 모델은 심리적, 사회적 위험이 높은 품목에 특히 효과.

 유명인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광고하는 브랜드에 

 전이될 것이라는 확신에 기인하며 마케팅 전략의 주요 요소로 인정되고 있음.

헤드라인 

(headline)

 소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바디카피로 유도하기 위한 호소력이 담긴

 간결하고 함축미가 있는 말.

 광고 접촉의 처음 순간에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지만, 

 광고 접촉 후에 해당광고 전체에 대한 기억을 활성화시키며 구매로 유도.

 슬로건과 유사하나 헤드라인은 해당 광고에서만 기능 발휘.

바디카피 

(body copy)

 메시지의 주요내용이자 본문.

 TV 광고의 경우 보이스오버(voice-over)로 표현되기도 함.

소구유형 (appeal)

 광고표현에 이용하는 설득적 기술.

 일반적으로 이성적 소구와 감성적 소구로 분류.

 (이성적 소구는 광고의 주제가 실용적 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성적 소구는 심리적, 정서적으로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느낌과 감정에 호소)

[표 4-7]  브랜드 광고 메시지의 크리에이티브 표현요소

파트 광고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브랜드의 전체적인 이미지나 소비자 반응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별적인 광고 메시지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천민정(2007)의 경우 메시지 분석 유목은 시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 카피, 태도변화

이며, 조재영 ․ 강석범(2010)의 경우에는 광고 메시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크리에이

티브 요소들-슬로건, 모델, 헤드라인, 바디카피, 소구유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294  

본 논문에서는 광고 메시지의 크리에이티브 표현요소들과 더불어 실제 아파트단지라는 

실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시각적 요소를 함께 다루도록 한다.295  그리고 이를 기

적인 인식을 만들어내고 소비욕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94  [표 4-7]은 조재영 ․ 강석범, 아파트 브랜드 광고 메시지의 크리에이티브 표현에 관한 연구, 
1990-2000년대 텔레비전 광고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vol.12 no.3, 2010을 기반으로 정
리. 

295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표현 요소 중 소구유형은 측정하기 어려운 크리에이티브 개념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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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단지
래미안 동천 

이스트팰리스

일산 자이

위시티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고양 원당

e편한세상

(참조 TV 광고)
<힐하우스> 편

<이스트팰리스> 편
<일산 자이> 편

<행복은 캐슬로부터>

1편과 2편

<진심 공모전> 편 

등

[표 4-8]  각 아파트 브랜드별 단지 계획 분석 대상

반으로 브랜드 아파트 광고 메시지를 질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해 내용 분석한 후, 이

를 통해 비평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는 연구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분석을 위

해 각 아파트 브랜드별로 (1) 슬로건, (2) 모델, (3) 헤드라인 (4) 바디카피

(voice-over) 등에 대하여 광고에서 보여주는 내용 그대로 객관적으로 코딩하였

다.296  

또한 TV 광고 메시지 분석과 더불어 완공된 실제 단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이를 위한 분석 대상으로는 최근 각 브랜드에서 대표적 상품으로 광고하고 있는 단지

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삼성 래미안은 용인 동천 이스트팰리스, 자이는 일

산 자이 위시티, 롯데 캐슬은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e편한세상의 경우에는 고양 원당 

e편한세상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297    

이를 통해 이윤추구를 위한 생산과 공급의 자본 논리에 의해 표준화된 대량생산 주거

유형을 도입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차별화라는 브랜드의 이중성이 아파

트단지 계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광고 이미

이 가능한 구체적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돕는 관리 과정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 주요 
분석항목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296  단 바디카피, 즉 본문 부분은 특별히 헤드라인이나 슬로건을 제외하지 않고 전문을 모두 코
딩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각 브랜드 아파트의 대표적 광고라고 생각
되는 경우, 하나의 광고를 시간경과에 따라 영상이미지와 함께 코딩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대표적 도시주거에서 표방하는 일상의 지층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297  삼성 래미안의 경우,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와 용인 동천 이스트팰리스가 현재 해당 브랜드
의 대표적 단지이며 이 중 광고에서 언급된 동천 래미안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GS 자이의 
경우, 반포 자이와 일산 자이 위시티가 대표적 단지로 언급되며 모두 TV에서 광고된 바 있으나 
보다 최근에 완공된 일산 자이 위시티를 그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반포 자이-2009년 입주, 일산 
자이 위시티-2010년 입주).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는 2008년에 입주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과 2012년의 최근 3편의 광고 모두에서 메인 배경으로 촬영된 단지이기에 이를 분석 대
상으로 선정하였으며, e편한세상의 경우 광고 캠페인이 특정 단지보다는 아이템별로 진행되고 있
어 건설사에서 추천하는 대표단지(건축기획팀 문의)이자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광고의 배경으로도 
등장하는 단지인 고양 원당 e편한세상을 그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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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아파트단지라는 실체 그리고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통해 도시주거의 상품화가 일

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하겠다. 

4.2.1 사회적 계층화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의 추구

국내 도시주거가 복지 차원의 개념보다는 상품으로서 소비되고 유통되면서 그 상품성

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의 집중적 지원 결과, 집이라는 개념보다도 재테크나 투기와 

같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발전해옴과 동시에 부와 신분을 드러내는 상징적 기호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한 가운데 주거선택 지향가치 역시 자산의 증식과 신분의 상징이

라는 ‘사회적 계층화’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브랜드 광고와 마케팅 

역시 이러한 수요의 욕망을 반영함과 동시에 이를 더욱 부추기는 방향으로 차별화 전

략이 진행되어 왔다.   

주거가 이처럼 소비의 영역에서 사회적 지위를 알려주는 기표로서 작동하게 되면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주택을 소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며 

브랜드가 상징하는 기호로서의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

환가치에서 파생된 이러한 기호가치는 기존의 교환가치와 더욱 공고한 관계를 구축하

며 아파트단지라는 도시주거 상품화에서 주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도시주거의 사회적 계층화 경향은 기존에 주택의 대량생산을 통해 건설공구 번호나 건

설회사의 명칭을 그대로 아파트 이름으로 사용하던 기현상에서, 이제 각 건설업체별로 

과시적 브랜드 네이밍(naming)을 개발하여 자신들이 건설한 아파트단지에 차별화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극대화된다.298  개명작업을 통하여 브랜드 명칭만 바꿔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 역시 실체와는 관계없는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의 효과를 

재확인하는 증거이다.299  

298  동일 건설업체의 단지라도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 브랜드 네임을 마음대로 부여할 수는 없
다. 즉 삼성의 도곡동 주상복합 아파트의 ‘타워팰리스’라는 명칭은 이미 그 이름이 강남 최상
류층의 상징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단지에 더 이상 사
용할 수 없을 만큼 고유명사화 되었다. 

299  마찬가지로 주소체계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브랜드를 자신의 주소로 쓸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 역시, 브랜드를 통한 자산가치의 상승과 신분 및 지위의 과시를 더 이
상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저항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로명 주소는 주거문화에서 수요자의 
인식을 바꾸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전환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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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적 계층화는 필연적으로 다른 계층에 대한 배제의 원칙을 함축하고 있으며  

이미지에 기반한 부동산 거품과 사회적 빈부격차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편으로는 이와 같은 광고들에 대한 비난과 혐오의 공감대 역시 형성되어 왔다. 

“각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서 'TV에서 퇴출돼야할 1순위 광고들'이라는 제목

으로 몇 몇 광고들에 대한 열띤 토론 및 투표가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 

네티즌이 꼽은 '퇴출 1순위' 광고는 총 5가지다. 네티즌들은 구체적인 업체명

과 문제점을 나열하며 이들 광고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연예인을 앞세워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서민경

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악덕 업체들'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하기도 했다. 

‘퇴출순위' 첫 번째 광고는 대부업체다. (...) 두 번째는 카드 광고다. (...) 

아파트 광고에 대한 비난도 거세다. 네티즌들은 '연예인의 값비싼 모델료와 

수 백억원에 달하는 광고료가 아파트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아파트 

같은 건축물의 경우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막대한 광고비용은 자

연히 집을 사는 사람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 그 만큼 비싼 가격에 집을 

구매해야한다는 얘기다.”300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는 15일 '선(先) 분양 아파트 광고 출연 

중단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선 분양 아파트 광고에 등장한 

연예인들에게 출연 자제를 권하는 편지를 보냈다. 선 분양 아파트 광고가 왜 

나쁘다는 것일까. '옷이나 구두 같은 상품은 다 만들어진 채로 판매되고 있지

만 아파트만은 건설 계획서만으로 분양가를 마음대로 책정하고 입주자들로부

터 공사비를 미리 받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가를 건설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까닭에 아파트 가격에 심한 거품이 끼어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 지금처럼 선 분양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은 건물의 품질이 아닌 이미지라는 것이다. 이

는 부실한 아파트를 지어도 홍보만 잘 하면 얼마든지 높은 가격에 분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건설 업체들이 언론 홍보에 공을 들이는 이유, 거액의 

출연료를 제공하며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광고를 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301 

300  “"보기 싫다! 이 광고" 네티즌이 뽑은 퇴출광고 1순위?”, 스포츠서울, 2007년 6월 11일
자.

301  "대부업 광고만 나쁜가? 아파트 광고도 못지않아", 프레시안, 2007년 6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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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거가 이처럼 신분에 따른 사회적 기표로서 작동하게 되면, 이는 비단 저소득층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계급에게 상대적으로 끊임없는 소외와 배제, 박탈과 억압의 구실

을 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또한 집에 대한 함의는 상당히 달라지게 되며, 상품의 기능

을 강조하는 ‘필요’의 원칙보다는 다양한 ‘욕망’의 원칙이 지배하면서 실체에 대

한 관심보다 미디어가 부여하는 이미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의 아파트가 자산증식과 투자의 대상으로서 발전해온 흐름을 반

영하듯, 대다수 아파트 브랜드는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사회적 계층화라는 틀을 통해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구현하려는 노력을 취해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라는 실체와의 관계는 더욱 괴리되거나 혹은 그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잠재적으로 실체에 영향을 주어 계획에 반영되기도 하는 등 상호작용을 거치며 발전해

왔다.  

브랜드 차별화 전략으로 사회적 계층화에 기반한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광고 이데올로기는 한국 도시주거의 특수한 상황이자 상품화 경향의 주된 흐름이다. 

따라서 래미안, 자이, 롯데 캐슬을 포함하는 대다수 브랜드에서 지속되어 왔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투기 시대의 종식이 회자됨과 더불어 그리고 e편한세상

의 혁신적 광고 캠페인으로 인해 주거를 주거 본연의 거주하는 장소의 시각으로 바라

보고자 하는 경향 역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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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삼성 래미안의 광고 및 아파트단지 계획 분석

아파트 브랜드 시대는 2000년도 래미안 출시에 의해 비로소 개막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래미안은 대한민국 대표 주거 브랜드로서 우리나라 주거문화를 이끌어가고 있

다.302  아파트 브랜드를 선도하는 위상에 걸맞게 최초의 시도, 최고의 가치를 브랜드 

철학으로 하는 래미안은 ‘항상 남보다 앞서 최고의 가치를 지향하는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추구한다. 

따라서 래미안은 재벌 모기업의 사회적 위상을 기반으로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을 주

도하며 기호가치로서의 집의 의미를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실적인 자산가치 

프리미엄과 연계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남들과는 다른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래미안은 최고의 브랜드 가치와 프리미엄을 앞세우며 브랜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래미안의 로고는 중요한 시각 자산으로 인지된다.303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은 건설사 자체의 경쟁력 외에 재벌기업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에 기인한 모기업의 후광효과에 의존하는 바 또한 크다. 즉 래미안은 삼성이라

는 재벌 모기업의 사회적 위상에 힘입어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리미엄 이

미지’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TV 광고와 주요지역 랜드마크 단지 분양을 통해 확실한 

자산가치를 상징한다는 이미지를 선점한 바 있다. 

이후 자이 등 다른 건설업체들도 엄청난 광고 예산을 투여했으나, 프리미엄 이미지에

서는 래미안을 넘어서지 못한다. 특히 2000년대 초중반 아파트의 가격 폭등과 맞물려 

‘프리미엄’이 아파트 브랜드의 핵심 가치가 되면서, 래미안은 다른 어떤 브랜드보다

도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추게 된다.      

 

래미안은 사회적 계층화에 기반한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을 주도함과 동시에, ‘아파

302  브랜드 명칭을 위해 당시 사내 공모 및 네이밍 전문 회사의 참여로 최종 대안에 올라온 것
은 LIVEX, DAUS, e-Heim 등 대부분 외국어로 된 조어들이었고, 유일한 한자명이었던 ‘來美
安’은 2차 개발 작업에서 제시된 제안 중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나의 것들’,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레미엔느'(Lesmiennes)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이 장점
으로 부각되면서 ‘래미안’의 이미지는 한층 업그레이드되었고, 미래 지향적이며(來) 아름답고
(美) 안전한(安) 아파트라는 상징성 역시 당시 삼성 아파트가 지향하고 있는 제품 특성과 일치함으
로써 현재까지도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303  부동산 전문조시기관인 부동산 뱅크의 조사에서도 이러한 프리미엄이 입증되었으며, 2002
년 당시 고려대학교 박찬수 교수는 래미안의 브랜드 자산가치를 당시 약 1조 7천억원으로 추정하
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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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지속성
/ 빈도

실체
(사용가치

/경험)

이미지
(교환가치

/기호)

감성적 이성적

“집으로 간다” /
‘OO씨 집은 래미안입니다’

“살아보면 누구나” /
‘여기는 래미안입니다’

“집으로 간다”/‘집은 엄마다’

“사랑하니까” /
‘아내와 함께 하는 취미를 갖고 싶었습니다’

‘연예인 이름보다 꽃 이름을 더 많이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

가족주의

사회적 성공
부와 상류층

자산가치
투자가치

과시
자부심
뿌듯함
자존심
허영

선망
부러움
환심
찬사

위화감

스위트 홈

행복
사랑
단란

폐쇄적
배타적

• 수영장, 조경
• (티가든)
• [힐하우스] 스파, 폭포, 계단 등

• (평형대비 넓은 평면)

[표 4-9]  삼성 래미안 TV 광고의 브랜드 차별화 전략

트=돈, 아파트=주거’라는 단순한 등식이나 사고파는 상품으로서의 아파트가 아니라 

생활을 담고 삶을 계획하는 공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환가치 및 기

호가치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와 더불어, 중산층 핵가족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한 후 행

복한 가족 이미지에 대한 열망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래미안은 사회적 계층화 측면에

서도 그리고 실질적인 가족의 행복 차원에서도 ‘살고 싶은 집’의 대명사가 되기를 

꿈꾸는 것이다.  

따라서 브랜드 초기에는 스타 마케팅을 통해 고품격, 귀족, 최첨단과 같은 화두에 집

중한 바 있으나, 2007년 이후에는 일반 모델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집으로 간다’, 

‘사랑하니까’와 같은 슬로건을 통해 기존의 인위적인 삶의 모습에서 좀 더 일상적

이고 친근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서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에는 다시 스타 마케팅을 통한 이미지 프리미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체를 중

요시하는 흐름이 대두되면서 실체를 기반으로 하는 차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래미안은 이처럼 소비주의와 가족주의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

고 있으며,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는 수영, 산책 등 가족의 행복이미지에 대한 광고의 

배경으로 조경과 부대시설을 강조하고 있다. 

생활편의나 실용의 측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광고를 하지는 않는다. 

다만 ‘다시 살아도 래미안입니다’ 슬로건 시리즈에서 래미안 브랜드 출시 이후, 10

년의 역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체험한 이야기들을 담아내고자 하였다.304  하지만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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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년도

/ 제목
모델 슬로건 헤드라인

바디카피

(voice-over)
비고

2007

/

(1)

남자

친구 

초대

일반 

모델

집으로 

간다

수정씨 집은

래미안입니다

 스물일곱 수정씨.

 오늘은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인사시키는 날입니다. 

 (남자) “나 좀 늦었지?”  (여자) “멋진데”

 (남자) “나 괜찮아?”

 (여자) “집에 데려가는 건 선배가 처음이야”

 (남자) “근데 어디야?” (여자) “저기야, 저 집이야” 

 수정씨 집은 래미안입니다.

2007

/

(2)

친구

초대

일반

모델

집으로 

간다

창준네 집은

래미안입니다

 창준이는 소윤이가 마음에 드나 봅니다. 

 (창준) “소윤아” (소윤) “왜?”

 (창준) “우리 집에 갈래?”

 (소윤) “니네 집에 뭐 있는데?”

 (창준) “장난감도 많이 있고 맛있는 것도 많다”

 (소윤) “음 그래 가자” “내일 또 와도 돼?”

 창준이네 집은 래미안입니다. 

2008

/

(3)

일반

모델

집으로 

간다

윤재씨 집은

래미안입니다

 어머, 윤재씨가 오랜만에 

 여고시절 친구를 만났네요.

 (윤재) “대단한데, 이차장님”

[표 4-10]  래미안 광고 메시지의 크리에이티브 표현요소 

넷의 구체적인 리뷰와 달리 이성적인 정보들은 모두 배제하고 긍정적인 내용을 함축적 

이미지와 슬로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이 또한 실제 소비자 사연이기보다는 이미지 광고

라는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305 

(1) 삼성 래미안의 TV 광고 메시지 분석

래미안 TV 광고는 200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홍보하는 광고를 

기준으로 총 13편이 방영되었다. 각 광고를 크리에이티브 표현요소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306   

304  이 내용은 래미안 타임즈와 래미아니티 등 블로그 및 커뮤니티 사이트에 실제 등록된 글들
을 고객의 양해를 구해 사용을 허락받고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한다. 마치 어느 인터넷 사이트를 
보는듯한 화면 구성을 통해 사연들을 제시하고, 댓글까지 보여줌으로써 인터넷에 친숙하고 인터넷 
정보를 신뢰하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려는 듯 보인다. 3개의 시리즈 모두 서두에는 래미안에 대한 
자랑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후 댓글은 모두 찬사와 공감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전 다시 살아도 
래미안입니다'라는 슬로건의 답글로 마무리 된다. 

305  ‘다시 살아도 래미안입니다’ 슬로건 시리즈의 <티가든>, <평면>, <에코> 편 참조. 

306  [표 4-10]은 삼성 래미안의 공식 홈페이지 http://www.raemian.co.kr 를 중심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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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친구) “아유 대단하긴, 이쯤인가?”

 (윤재 딸) “우와, 우리집이다”

 (친구) “집에 다 왔네, 와 좋다, 니가 더 대단한데”

 (윤재) “잘 가”

 윤재씨 집은 래미안입니다.

2008

/

(4)

집들이

일반

모델

집으로 

간다

상준씨 

부부의 집은

래미안입니다

 와, 상준씨 부부가 새 집에 가족들을 초대했네요. 

 (시어머니) “얘, 애 썼다, 애미야”

 (아내) “제가 뭘요, 저이가 수고 했죠”

 (시어머니) “니가 애썼지”

 (아이들) “엄마, 자고가면 안 돼?”

 (딸) “내일 또 오면 되지”

 상준씨 부부의 집은 래미안입니다.

2008

/

(5)

엄마

일반

모델

집으로 

간다
집은 엄마다

 (여자아이) “엄마~ 엄마~ 엄마~”

 ‘집에 엄마가 없으면’

 “엄마, 어디 갔지?” 

 ‘집이 텅 빈 것 같다, 집은 엄마다’.

 집으로 간다. 래미안.

2008

/

(6)

아빠

일반

모델

집으로 

간다
집으로 간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마음 - 김현승]

 집으로 간다. 래미안.

2009

/

(7)

수영장

일반

모델
사랑하니까

아내와 

함께 하는

취미를 갖고 

싶었습니다

 - 이 광고는 실제 래미안에서 촬영했습니다

 (아내) “어깨 힘을 빼고, 

 다리를 좀 더 빨리 차줘야지, 호흡해야지 호흡.

 아니, 이게 그렇게 안돼, 남자가?“

 (남편) “좀 친절하면 안 돼?”

 (아내) “자기 나 운전 가르쳐줄 때 생각해 봐”

 (남편) ‘아내와 함께 하는 취미를 갖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니까. 래미안.’

2009

/

(8)

산책

일반

모델
사랑하니까

연예인 

이름보다

꽃 이름을 

더 많이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 이 광고는 실제 래미안에서 촬영했습니다

 (딸) “어, 잡초네”

 (아빠) “아가씨, 이건 잡초가 아니고 

 애기 똥 풀이야”

 (딸) “애기 똥” (아빠) “음, 애기 똥”

 ‘연예인 이름보다 꽃 이름을 더 많이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사랑하니까. 래미안.’

2009

/

(9)

티가든

일반

모델
사랑하니까

다시 살아도 

래미안

입니다

 (환이마미) “우리 집 자랑좀 할게요.

 단지 안 티가든 사진인데요.

 마치 영화에서 본 비밀의 화원 같죠?“

 (장미빛인생) "와,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환이마미) “그래서 전 다시 살아도 래미안입니다”

인터넷

소비자 

사연

2009

/

일반

모델
사랑하니까

다시 살아도 

래미안

 (생활의 발견) “래미안에 이사오고 나서 

 집에 와본 친구가 넓혀 와서 좋겠다는 거예요.

인터넷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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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평면
입니다

 크기는 같은데“

 (좋은 날) “래미안이 잘짓는다니까요, 짝짝짝”

 (생활의 발견) “전 다시 살아도 래미안입니다”

사연

2009

/

(11)

에코

일반

모델
사랑하니까

다시 살아도 

래미안

입니다

 (caleb) “래미안에서 태어난 제 딸입니다.

 새 집인데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리우맘) “아, 래미안은 엄마가 지은 것 같아요”

 (caleb) “네, 저는요 다시 살아도 래미안입니다”

인터넷 

소비자

사연

2010

/

(12)

래미안에

서의 

72시간

이미

숙

신민

아

시작합니다

래미안에서의 

72시간

 - 이미숙, 신민아 래미안 광고모델 제안을 받다

 (신민아) “래미안 모델이요? 

 저야 영광이죠, 좋아요”

 (이미숙) “어머, 실제로 촬영을 살아보면서

 하는거에요?“

 (신민아) “제가 직접 살아보고 찍는다구요?”

 (이미숙) “래미안에서?”

 (신민아) “자는거, 먹는거 전부 다요?”

 (이미숙) “흥미롭네, 언제부터죠?”

 시작합니다. 래미안에서의 72시간

2010

/

(13)

힐하우스

이미

숙

살아보면

누구나

여기는

래미안이다

 - #1 이미숙, 래미안에서의 72시간  

 (이미숙) ‘드디어 래미안에 왔다. 이런 구조의       

아파트는 본 적이 없다. 

 내일은 또 뭘 보게 될까.

 여기는 래미안이다’

 - #2 이미숙, 래미안에서의 72시간  

 (이미숙) ‘래미안에서의 둘째날이다. 

 스파가 다 있네. 매일 아침 이런 스파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는 래미안이다.‘ 

 - #3 이미숙, 래미안에서의 72시간  

 (이미숙) ‘오늘은 산책길에 나서본다. 폭포, 계단,    

조형물까지 아 참 독특하다. 

 이런 집이 정말 있다니. 여기는 래미안이다.‘ 

동천

래미안

2010

/

(14)

이스트

팰리스
307 

신민

아

살아보면

누구나

여기는

래미안입니다

 - 8/72h

 (신민아) ‘이거 그냥 제 마음대로 찍으면           

되는거죠? 아, 예뻐. 아, 나 너무 잘찍는 것 같애,

 여기는 래미안입니다’

 - 270도 창, 33/72h

 (신민아) ‘여기는 래미안입니다’

 - 욕실, 62/72h

 (신민아) ‘여기는 래미안입니다’

동천

래미안

※ ‘-’는 주요 자막 표시임

래미안은 2007년 이후 스타 마케팅에서 일반 모델로 전환하며 현실적인 차원에서 

‘살고 싶은 집’의 이미지를 제시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가려진 상징과 기호가치의 

307  래미안 <이스트팰리스> 편은 공식 홈페이지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래미안에서의 72시간> 
편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분석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힐하우스> 편과 <이스트팰리스> 편은 3
편씩 분할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별도로 광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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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방식은 유명인 모델을 기용했을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스타 배우의 삶

을 보여줄 때보다, 대부분의 소비자 역시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적인 상황들을 구체화

시킴으로써 은근한 방식으로 과시욕을 부추기는 콘셉트에 가깝다. 즉 대부분의‘집으

로 간다’ 슬로건 시리즈에서 설정된 사건들은 빈번한 이웃과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상

황이 아니라, 친구나 연인 초대, 동창, 집들이 등과 같이 그 빈도는 낮으나 누군가에

게 거주하는 곳을 보여주기에 가장 극적인 순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2008년의 광고 <동창>편에서와 같이 오랜만에 여고동창을 만난 상황이거나 혹은 

<집들이> 편에서와 같이 새 집에 시댁 식구들을 처음으로 초대하는 사건 같은 경우이

다. 그리고 이는 2007년 <남자친구 초대> 편에서와 같이 결혼할 남자친구를 처음으로 

집에 소개하는 사건 혹은 <친구 초대> 편에서와 같이 초등학생이 남몰래 짝사랑하는 

같은 반 여자 아이를 집에 초대하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와 같은 사건과 상황 설

정을 배경으로 광고는 ‘래미안’이라는 브랜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리는 데 목적

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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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0:03                               0:06                               0:07

헤드라인

이미지 컷

바디카피
(voice-over)

0:09                               0:10                               0:13                               0:14

바디카피
(voice-over)

0:15                               0:18                               0:19                               0:22

바디카피
(voice-over)

이미지 컷

이미지 컷

0:24                               0:27                                0:30

바디카피
(voice-over)

이미지 컷

윤재 씨 집은 래미안입니다

“이쯤인가?”                 “우와, 우리 집이다!”

어머, 윤재씨가 오랜만에 여고시절 친구를 만났네요 “대단한데, 이차장님!”            “아유, 대단하긴”

“집에 다 왔네 와, 좋다 니가 더 대단한데”

0:23

“잘 가”                        윤재씨 집은 래미안입니다

[표 4-11]  삼성 래미안 TV 광고 - <동창> 편 (2008)    

예를 들어 <동창> 편의 경우, 오랜만에 만난 여고동창 친구의 사회적 성공보다 래미안

에 사는 가정주부로써의 주인공의 삶을 더욱 성공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308  즉 

308  <동창> 편은 윤재 씨라는 광고 속 주인공이 딸과 함께 오랜만에 여고동창을 만난 설정으로 
시작한다. 그동안 멋진 커리어우먼으로 성공한 친구의 차 안에서, 친구가 업무상 전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내심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전업주부의 표정에서 광고는 시작한다(0:02). 이는 여자
들에게는 그동안의 서로의 삶을 비교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반갑고 편하지 많은 않은 상황 설정
이다. 

자신의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친구의 차 안에서 그러한 친구를 바라보며 주인공은 ‘대단
한데, 이차장님!’이라며 부러움의 말을 건넨다(0:06). 이 때 친구의 표정은 ‘아유, 대단하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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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에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사회적 성공에 대한 상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호적 의미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인데, 여기서 가치있는 사회적 성공이란 여성

의 자아실현이 아닌 관습적인 핵가족의 가장인 남편의 성공이다. 그리고 이는 다분히 

화폐로 환산되는 계급적 차별화와 서열화를 전제로 하는 부와 상류층에 대한 상징인 

것이다. 특히 래미안의 경우 모기업의 후광효과에 힘입어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라는 

입지를 확실히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상징은 실질적 자산가치 프리미엄으로도 이어진

다. 

따라서 2007년 이후의 ‘집으로 간다’슬로건 시리즈의 대부분의 광고는 비록 파티에 

참석하고 화려한 오페라를 감상하는 스타들의 가공된 삶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의 친근

한 삶의 모습이기보다 과시와 선망이 엇갈리는 가장 미묘한 순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래미안 광고들에서 스타의 삶을 동경하는 일반인의 존재가 필요

했듯이, 이 광고들에서도 래미안에 거주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찬탄해 마지않을 조연급 

타자는 필수적 요소가 된다. 

즉 ‘집으로 간다’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 집에 산다’고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므로,‘어디에 사세요?’라고 질문해야 하는 타자의 존재 혹은  

래미안에서 거주한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 가치와 의미를 아는 타자의 존재가 필수

면서 겸손이 담긴 응대를 하지만, 그 표정에는 자신의 성공에 대한 뿌듯함과 주인공의 부러움 가
득한 시선을 즐기는 기쁨이 담겨있다(0:07). 광고 속 주인공에게는 내심 편하지만은 않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느덧 집 근처에 도달한다. 

‘이쯤인가’하면서 두리번거리는 친구의 뒷 좌석에서, 귀여운 딸이 집이 보여서 너무 신이난다는 
듯이 ‘우와, 우리 집이다!’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 이는 저기가 우리 집이라는 단순한 발견이 
아닌, 자신의 집을 향한 거의 감탄에 가깝다(0:13). 그러한 딸을 바라보며 밝게 웃음 짓는 주인공
의 모습(0:14), 그리고 바로 차창 밖으로 아파트 외벽 상단에 부착된 래미안 로고의 모습이 보인
다(0:15).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별처럼 빛나는 로고와 옥탑의 경관조명을 향한 앵글
은 래미안의 가치를 상징적 기호로 전달한다. ‘와 좋다’라고 감탄하는 친구의 시선 역시 하늘
을 향한다(0:18). 이때부터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한다. 친구의 차는 꽃이 만발한 화사한 단지 내
로 들어오고 여유로운 한 때를 보내는 가족들의 단란한 모습이 보인다. ‘니가 더 대단한데’라
고 말하는 친구의 표정은 부러움과 질투가 가득 담겨 있고(0:22), 이러한 친구의 반응에 주인공은 
자존심을 회복한 밝은 미소로 답한다(0:23).

그리고 주인공과 딸은‘잘 가’라고 친구에게 인사한 후 한결 가볍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한다. 이와 더불어 ‘윤재 씨 집은 래미안입니다’라는 엔딩 부분의 헤드라인과 함께 야간에 
밝게 빛나는 래미안의 로고가 벚꽃 사이로 다시 한 번 비춰진다(0:30). 그리고 ‘집으로 간다’
는 슬로건이 자막으로 처리되며 다시 한 번 이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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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그리고 래미안을 응시하는 이들 조연의 시선에서는 감탄과 선망 혹은 미묘한 

질투가 느껴져야 하며, 그러한 타자의 존재로 인해 래미안에서 거주하는 주인공은 뿌

듯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광고에서 전달하고자 즉 판매하고자 하는 느

낌 역시 바로 이러한 자부심과 선망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TV를 보는 시청자 모두에게 익숙한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아파트, 예측가능한 

단지구성 안에 담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가리고, 차별화된 기호가치로서 특정 브랜

드를 선전하기 위해 광고에서는 실체와는 괴리된 브랜드 이미지를 설정하는데 주력하

고 있다. 그리고 광고가 구축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장 짧은 시간에 전달할 수 있도

록 기호적 의미체계를 함축하는 로고는 그 기표로써 절대적 지위를 차지한다. 

즉 ‘집으로 간다’ 시리즈의 광고에서 보여 지는 것은 훈훈한 일상이 아니라, 인간관

계의 따뜻함에 대한 포장 이면에 ‘어느 브랜드의 아파트에서 살 것인가’ 그리고 

‘래미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 안보다 집 밖의 아파트 주거동 상부에 전시된 로고이며, 로고의 유무는 이 집

에 사는 이유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량생산된 획일적 주거유형이라는 아파트의 현실이 가려지고 로고가 별처럼 

빛나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이 래미안을 보여주기 가장 적절한 시점인 것이다. 로고와 

옥탑의 경관조명을 향한 위로 향하는 앵글은 래미안의 가치를 상징적 기호로 전달하

며, 따라서 ‘와 좋다’라고 감탄하는 친구의 시선 역시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집으로 간다’ 슬로건 시리즈의 다른 광고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2007년도 <남자친구 초대> 편 광고에서는 여자 친구 집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가는 

남자 친구가 다소 떨리고 긴장한 표정으로 ‘근데, 어디야?’라고 묻는다. 그리고 남

자친구를 처음 집에 데려가야 하는 다소 낯설고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주인공은 

침착하고 자부심 가득한 미소로 역시 손은 하늘 위 저 높은 곳, 즉 로고가 빛나는 곳

을 가리킨다. 

여기서도 시점은 역시 저녁으로 오직 옥탑의 경관조명과 로고만이 화려하게 빛나며 시

선을 끌고 있다. 이 때 여주인공의 표정은 약간 으스대는 듯하고 남자는 자신의 여자 

친구에 대해 놀란 듯 혹은 여자 친구가 다시 보이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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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카피
(voice-over)

이미지 컷

“근데 어디야?” “저기야,            저 집이야”                                                 수정 씨 집은 래미안입니다

0:20                               0:22                               0:23                               0:30

[표 4-12]  삼성 래미안 TV 광고 - <남자친구 초대> 편 (2007)    

2007년도의 <친구 초대>편 역시 초등학생인 남자 주인공 어린이가 혼자 남몰래 좋아

하는 인기 많은 여자 아이를 집에 초대하게 된다. 그리고 래미안의 단지 환경에 반해 

버린 여자 어린이를 바라보며 뿌듯해진다는 이야기이다. 2008년도의 <집들이>편 역시 

새 집을 장만하고 시부모님과 여동생 식구들을 초대하는 상황으로, 래미안을 마련한 

여주인공은 주변의 찬사를 받을 만한 훌륭한 며느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자

부심을 전면에 내세우는 광고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도 하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래미안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 다소 `우쭐한` 여

자 모델의 표정이 브랜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아파트에 사는 서민

층의 열등감을 자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래미안 정도의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아파트에 살지 않는 결혼 적령기 여성들은 이 광고로 '묘한 부담'을 느

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 박모 씨(31 여)는 '내년 결혼을 계획하며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하려던 차였는데 이 광고를 보고 괜히 마음이 무거

워졌다'고 말했다. (...)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주 수

요층이 20대 후반에서 40대까지의 여성층이어서 이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내

용으로 광고를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면서 '그러나 일정 계층에게 심

리적으로 불편함을 주거나 물의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굳이 집어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309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를 소개하기 위해 집으로 향하는 수정씨와 초등학교 

같은 반 여자 친구를 데려간 창준군은 다 '삼성 래미안'이란 브랜드를 내세워 

각각의 이성에게 환심을 산다. (...) 이 브랜드를 확인한 뒤 뿌듯한 미소를 

짓는 수정 씨의 신랑감과 '내일 또 와도 돼?'라고 화답하는 창준군의 여자 친

309  “래미안 광고 잇따른 `구설수`..위화감 조장?”, 이데일리, 2007년 10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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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위화감을 조성하는 기분 나쁜 광고'라고 성토하고 

있다. 지난 여름 톱스타들의 아파트 광고 출연이 아파트값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연스럽게 일반인 모델로 교체된 이 광고는 아파트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털사이트 마이클럽 

등에서는 이 광고를 놓고 '사위 보기 전에 번듯한 집으로 이사해야겠다고 어

머니가 깊은 한숨을 쉰다', '괜찮은 집 없으면 결혼도 못할 것 같은 압박이 

온다'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동심'을 내세워 서민들의 열등감을 자

극하는 '어린이' 편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애들의 친구를 초대하려면 

래미안 같은 고급 아파트에 살아야만 하는거냐', '요즘 초등학생들이 몇 평짜

리에 사는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물어보고 친구를 사귀는 세태를 부추기

는 어이없는 광고'라며 비난하고 있다."310 

즉 이러한 기사는 래미안이 자신의 브랜드를 통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지만, 브랜드 가치를 인정해줄 타자를 상정해야만 가능한 이 광고에서 래미

안은 브랜드 구매자에게는 선망과 자부심을 약속하지만 그 대가로 누군가에게는 위화

감과 열등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사실 아파트는 주거의 물리

적 획일성에 기반하여 입지나 면적 등에 의해 쉽게 서열화의 기반으로 작동하는 경향

이 있는데, 이에 더하여 광고의 사회적 계층화 브랜드 전략은 동일한 주거유형에 별도

의 상징적 서열화 논리를 투입시키며 새로운 소외의 구조를 부가하고 있다. 

이후 래미안 광고는 가족주의 경향과 인터넷 소비자 의견을 통한 찬사로 흘러가다가, 

2010년도 광고에서는 두 명의 톱스타를 간판 모델로 내세우며 다시 스타 마케팅으로 

전환한다. 하지만 세트장 안에서의 촬영이 아니라 실제 래미안 단지에서 72시간을 살

아본다는 설정으로 리얼리티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공감을 얻고자 하였다. 스타의 세

트 장 안에서의 인공적인 삶의 모습과 일반 모델의 비교적 평범한 레벨 사이를 넘나들

던 래미안은 이 광고에서 둘을 모두 포용하고자 한 듯 보인다.311  

310  “"삼성 래미안 CF 위화감 + 비호감" , 스포츠조선, 2007년 11월 6일자.

311  이 설정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 <래미안에서의 72시간> 편에서는 광고 섭외 상황과 모
델에게 광고 콘셉트를 알려주는 광고를 따로 한 편으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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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3                                0:06                              0:07

헤드라인

이미지 컷

바디카피
(voice-over)

‘드디어 래미안에 왔다 아, 이런 구조의 아파트는 본 적이 없다’

0:08                                0:09                                0:11                              0:13

바디카피
(voice-over)

0:19                                0:22                                0:23                              0:27

바디카피
(voice-over)

‘래미안에서의 둘째날이다. 
스파가 다 있네’.

이미지 컷

이미지 컷

0:30                                0:36                                0:37                              0:38

바디카피
(voice-over)

‘여기는 래미안이다’
- 살아보면 누구나

이미지 컷

‘계단 조형물까지’
바디카피

(voice-over)

이미지 컷

살아보면 누구나

- #1 이미숙, 
래미안에서의 72시간

‘오늘은 산책길에 나서본다. 폭포’ 

0:39                                0:40                                0:45                              0:46

‘내일은 또 뭘 보게 될까 여기는 래미안이다’     - 살아보면 누구나

- #2 이미숙, 
래미안에서의 72시간

‘매일아침 이런 스파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 #3 이미숙, 
래미안에서의 72시간

‘아 참 독특하다
이런 집이 정말 있다니’

‘여기는 래미안이다’
- 살아보면 누구나

[표 4-13]  삼성 래미안 TV 광고 - <힐하우스> 편 (2010)

그러나 <힐하우스> 편312 에서 보여지는 아파트는 비단 광고 속 스타 여배우에게만 특

312  <힐하우스> 편에서 블랙 미니드레스에 선글라스를 낀 연예인의 모습으로 래미안에 처음 발
을 들여놓은 이미숙은(0:01) 선글라스를 벗고 조심스럽게 래미안에 들어서며 처음보는 복층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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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것은 아니다. 소비자도 본 적이 없는 저층 연립주택 타입의 주거동은 래미안이 

아파트를 넘어서서 최첨단의 트렌드를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라는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전편에서 두 명의 여배우에게 래미안에서의 72시간 체험이라는 주제로 광고모

델을 제안하는 <래미안에서의 72시간> 편을 통해, 소비자는 실제 래미안에서의 삶을 

기대하였지만 여기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실제 래미안이기는 하나 소비자가 알고 있는 

아파트 유형은 아니다. 오히려 고즈넉한 숲 속과 같은 자연경관, 복층형의 높은 천정, 

저층의 주거동, 리조트 같은 스파 등 일반적인 아파트에 부재하는 요소들로만 구성되

어 있다. 

[그림 4-1]  삼성 래미안 TV 광고에서 보편적으로 확산시키는 이미지

: 저층 연립주택형 힐하우스(좌)와 이스트팰리스 최대규모 펜트하우스(중/우) 

시청자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래미안 아파트가 아닌 극소수 연립주택 유형의 이 집

이 래미안의 잠재적 수요자가 가격으로나 수량으로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집이 아니

조의 평면과 경관에 감탄한다(0:03, 0:07, 0:08). 이리 저리 둘러보며 대부분 위로 향하는 그녀
의 시선은 이곳을 부러움 가득한 마음으로 관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배우다운 우아한 포즈로 
발코니에서 차를 마시고, 어두운 저녁 단정한 모습으로 침대에 기대 책을 보면서 래미안에서의 첫 
번째 하루를 마감한다(0:09, 0:11). ‘내일은 또 뭘 보게 될까’하고 그녀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
게 하는 ‘여기는 (다름아닌) 래미안이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살아보면 누구나’라는 슬로건
이 흐른다(0:13). 

둘째 날에는 좀 더 가볍고 편한 차림으로 단지를 둘러본다. 화려한 인테리어의 스파를 바라보고 
감탄하며, ‘매일 아침 이런 스파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멘트로 래미안 거주자의 
특권을 부러워한다(0:22, 0:23). 셋째 날에는 자연에 가까운 폭포를 바라보고 징검다리를 건너며 
산책을 즐긴다(0:37, 0:38). 경사지의 높은 계단도 장애 요소이기 보다는 조형물과 더불어 이미지
의 품격으로 체험된다(0:39, 0:40). 광고는 래미안 거주자와 단 한번의 마주침도 없이 모두 홀로 
촬영하였으며, 72시간의 밀착 체험이라기보다는 그저 둘러보는 것에 가깝다. 더군다나 셋째 날은 
둘째 날과 동일한 옷과 헤어스타일로 72시간의 체험이라는 설정 역시 가공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
는 의문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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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이 광고에서 제시하는 것 역시 일반적인 래미안 아파트단지의 소비자와는 아무

런 관계가 없다. 즉 래미안이라는 동일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이 단지를 통해 래미안 

전체의 브랜드 네임의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즉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살게 될 아파트단지와 TV 속 힐하우스는 현실 속에서 전혀 

관계가 없으나, 이미지로 네트워크 된 기호의 의미체계 안에서는 서로 연합되어 일반

적인 래미안 아파트 단지로 그 이미지가 전이되고, 결국 래미안 전체 브랜드의 품격을 

높여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광고 역시 이를 지향하는 것이다.

또한 래미안에서의 일상에 대한 체험을 강조하고자 하지만, 이 광고 역시 ‘집으로 간

다’ 시리즈처럼 자부심을 앞세우는 기존 광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 광고에서

는 래미안 거주자로 설정된 주인공이나 부러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선망을 표시해 줄 

조연급 일반인 타자의 모습은 볼 수 없다. 하지만 오히려 그 관계는 더욱 발전되어, 

고급스럽고 지적인 이미지를 갖는 중년의 스타 여배우가 래미안 거주자의 삶을 엿보고 

잠시 체험함으로써 화려한 생활에 익숙해진 스타급 연예인조차도 래미안에서의 삶을 

선망하는 조연에 불과해짐을 암시한다. 

즉 ‘살아보면 누구나’라는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인보다 훨씬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향유할 것 같아 보이는 그들도 래미안에 오면 넋을 놓고 올려다보는 조연

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배우조차 부러워하는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그 거주자가 광고에서는 진정한 승자가 되며,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 속에서 익명

의 그 거주자가 되어 스타급 여배우에게서도 부러움을 받는 느낌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다. 

즉 “광고는 당신의 욕망을 끌어내기 위해 당신에게 당신의 상징을 보여준다. 광고는 

당신에게, 당신 앞에 있는 사진 속에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암시한다”313 는 것이 보

편적인 광고의 경향이라면, 여기서는 그 대상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스타가 감탄하는 

저 집의 주인공을 바로 ‘나’로 대입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즉 ‘집으로 간다’와 ‘살아보면 누구나’ 슬로건 시리즈에서 집의 의미는 가족과의 

따뜻한 삶의 공간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상류층, 사회적 성

공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집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기

313  Judith Williamson, Decoding Advertisements, 박정순 옮김, 광고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7,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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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치로서의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실체의 보편적 이미지는 은폐하는 반면 부분적 

이미지를 보편적으로 확산시키는 등 특정한 욕망을 담은 이미지를 생산하기 위해 실체

와 이미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브랜드의 자산가치 프리미엄을 겨냥한 래미안의 ‘살고 싶은 집’에 대한 추

구는, 차이의 욕구에 근거한 소비주의와 더불어 다른 브랜드에 비해 가족주의를 강조

하는 경향이 있다. 즉 <동창> 편에서와 같이 여성의 어떠한 사회적인 성공도 래미안에 

거주하는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을 따라올 수는 없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래미

안에 거주한다는 사실의 특별한 의미에 대해 함축하는데, 그 안에는 특별히 가족과 행

복의 개념이 강조되어 있다.  

‘집으로 간다’ 슬로건 시리즈 후반에서도 자산 가치로서의 랜드마크와 브랜드 이미

지 프리미엄과 더불어 <엄마>, <아빠> 편을 통해 가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즉 <엄

마>, <아빠> 편에서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과 정을 집의 따뜻함과 친근함에 대입시키

기 시작하다가, 이후에는 슬로건 자체도 ‘사랑하니까’로 변경된다.      

    

2009년도의 <수영장> 편은 가족주의와 더불어 그 시작에서 ‘이 광고는 실제 래미안

에서 촬영했습니다’라는 자막을 통해, 실제 래미안에서의 일상을 보여주려는 노력으

로 옮겨간다. 이 광고는 가족의 행복한 삶을 래미안의 단지 내 부대시설에 대한 광고

와 더불어 노골적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보여주고자 한다.314  스토리텔링 자체가 대부

분의 부부들이 공감하는 친근한 소재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전의 광고들에 

비해 거부감을 갖기보다 이러한 삶 자체를 선망하게 된다.  

314  수영을 가르쳐주는 아내의 요구사항과 핀잔에(0:04, 0:06), 남편은 그만 참다 참다  ‘좀 
친절하면 안돼?’라며 슬며시 반항을 해 본다(0:07). 하지만 아내는 ‘자기 나 운전 가르쳐 줄 
때 생각해봐’라며 모든 부부들이 한 번 쯤 경험해 봤을 사건을 상기시킨다(0:10). 남편은 아내의 
사소한 복수가 얄미운 듯 흘겨보지만(0:11), 부부는 수영을 가르쳐주고 배우며 다시 행복하고 즐
거운 분위기로 돌아온다. 그리고 옆 레인에는 열심히 배우는 아빠 옆을 따라가며 응원하는 귀여운 
아들이 있다(0:14, 0:15). 

이와 동시에 ‘아내와 함께 하는 취미를 갖고 싶었습니다’라는 다정한 남편의 멘트가 흐른다. 
그리고 새로운 취미에 푹 빠진 남편이 수영하듯 팔을 저으며 가족과 함께 래미안 단지를 거니는 
모습이 나오며 ‘사랑하니까’라는 슬로건이 오버랩된다(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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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4                               0:06                               0:07

헤드라인

이미지 컷

바디카피
(voice-over)

0:10                               0:11                               0:14                               0:15

바디카피
(voice-over)

0:18                               0:20

바디카피
(voice-over)

이미지 컷

이미지 컷

아내와 함께 하는 취미를 갖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니까 래미안

“자기 나 운전 가르쳐줄 때 생각해봐”

“어깨 힘을 빼고, 다리를
좀 더 빨리 차줘야지” 

- 이 광고는 실제
래미안에서 촬영했습니다

“호흡해야지, 호흡!
아니 이게 그렇게 안돼 남자가?” 

“좀 친절하면 안 돼?”

‘아내와 함께 하는 취미를 갖고 싶었습니다’

[표 4-14]  삼성 래미안 TV 광고 - <수영장> 편 (2009)

여기서는 ‘가족의 행복’이라는 이미지를 판매함으로써, 이곳에서는 당신도 광고 속 

가상의 가족처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송출한다. 즉 마치 래미안 아

파트단지로 이사 가면 무뚝뚝하던 소비자의 남편도 갑자기 자상하게 아내와 함께 수영

을 배우기 시작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준다. 이를 위해 특히 아파트의 주요 고객층으

로 알려진 주부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상한 남편의 모습을 메인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 광고는 대부분 수영장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의 지루하게 반복

되는 주요 일상 생활공간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여기서 단지 내 이웃들과 우연히 마주치거나 수영장을 찾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

류는 찾아볼 수 없다. 수영장에서 언뜻 보이는 사람들 역시 배경과 함께 아웃포커스로 

처리되며 오직 ‘우리’ 가족의 삶만이 돋보일 뿐이다. 물론 짧은 시간의 광고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경쟁의 기본단위로 인

식되며 도구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족을 부각시킴으로써 가족의 행복만을 욕망하는 

중산층 핵가족의 폐쇄적 의식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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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래미안에서 다루는 가족의 모습은 전형적이고 관습적인 중산층 핵가족의 모습으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성공한 남편과 가정의 살림에 전념하고 내조를 잘하며 시어머니께 

인정받는 아내 그리고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지금까지 아파트의 주요 고객층을 

점유해 왔던 보편적 핵가족의 모습이며, 대한민국의 표준적 삶의 이상적인 상징으로서

의 모습이다.  

이는 이후 <산책> 편에서도 거의 비슷한 콘셉트로 반복된다. ‘이 광고는 실제 래미

안에서 촬영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아파트단지는 거의 보이지 않고, <수영장> 편에서

와 마찬가지로 엔딩 부분에서 저무는 햇살을 배경으로 잠시 등장할 뿐이다. 그리고 주

거동은 보이지 않은 채 나무와 풀로 둘러싸인 조경 속에서 등장인물은 오직 아빠와 딸 

뿐이다. 그리고 자녀와 단둘이 산책하며 꽃 이름을 가르쳐주는 자상한 아빠의 이미지

는 행복한 가족의 이미지에 대한 환상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삼성 래미안 TV 광고는 래미안이 가장의 사회적 성공에 기반한 부와 신분

의 과시적 상징이라는 이미지 프리미엄을 중심으로 그 기호적 의미체계의 구축에 집중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행복이라는 판매 불가능한 수요자의 욕망을 보편적 핵가족의 

이미지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기호로서 구체화한다. 그리고 양식화된 표준적 삶을 이상

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이를 위해 아파트의 획일적 이미지는 은폐하고 조경과 부대복

리시설을 강조한다. 즉 사용자, 거주자 개념의 보편성은 적극적인 상품성 확보를 위해 

받아들이는 반면, 광고 속에서 대량생산 주거유형의 생산방식과 주거공간특성은 은폐

하는 구성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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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7-5 일원

대지면적 197, 612㎡

규모
총 4개 블록 48개동

(지하 2, 3층 - 지상 30층) 

공급세대 총 2,393세대

단위세대 

주택형

1블럭 : 146.00 - 330.74 

2블럭 : 115.00 - 338.45

3블럭 : 109.00 - 335.71 

4블럭 : 145.00 - 325.71

입주 시기 2010년 

[표 4-15]  래미안 동천의 단지 개요 및 조감도

(2) 아파트단지 계획 분석 : 래미안 동천 이스트팰리스

2010년 삼성 래미안 광고315 인 <힐하우스> 편과 <이스트팰리스> 편에서는 <래미안에

서의 72시간> 이라는 예고편까지 등장시키며 동천 래미안이라는 특정 단지를 대대적

으로 선전한 바 있다. 특히 <힐하우스> 편과 <이스트팰리스> 편은 각각 3편으로 구성

되어 있어, 총 6편의 광고가 번갈아가며 동천 래미안의 이미지를 래미안 전체 브랜드

의 이미지로 확산시켰다. 

단지 개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래미안 동천은 2,400여 세대로 구성된 대규모 단

지로 총 4개 블록에 걸쳐 계획되어 있다. 또한 동쪽을 제외하고 삼면을 둘러싼 광교산

은 도심 속 자연이라는 수요자의 이상을 부각시키기에 탁월한 입지일 뿐만 아니라, 단

위세대 역시 모두 중대형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남들과는 다른 더 높은 가치’의 

추구를 통하여, 최고의 브랜드 가치와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살고 싶은 집’의 이미

지를 대입시키기에도 적절해 보인다. 

특히 건축 디자이너로는 장 미셀 빌모트(Jean Michel Wilmotte), 조경 디자이너로는 

느부-후예(Agence Neveux-Rouyer)를 내세우며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 엘리트 전문

가들에 의해 건축과 조경이 계획되었음을 선전한다. 이는 엘리트 건축가와 조경 디자

이너 역시 브랜드와 광고에서는 질적인 수준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세계적 건축가

의 명품 설계’라는 하나의 상품가치로서 그 이미지가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5 <힐하우스> 편과 <이스트팰리스> 편 이후 별다른 광고를 선보이지 않는 래미안에게 있어, 이 
두 광고는 최근까지도 대표적인 래미안 브랜드의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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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동천 래미안 카탈로그 이미지

: 세계적 엘리트 건축가 및 조경 디자이너 

   

엘리트 건축과 조경 전문가에 의한 차별화 전략과 이후 래미안 동천에 대한 공격적인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래미안은 이 단지를 일종의 브랜드 전체 이미

지를 선도하는 ‘랜드마크’로서 전략적으로 계획한 듯이 보인다.316  또한 빌모트가 

건물설계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조경, 공공조형물 등 도시의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디자인하는 토탈 디자이너임을 언급하며, 개별적인 요소들을 동일한 디자인 철학 아래 

통합적으로 기획하였음을 강조한다.    

 

① 단지 배치 및 커뮤니티 계획

래미안이 소비주의와 더불어 TV 광고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했던 가족주의와 행복한 삶

에 대한 추구가 래미안 동천에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단지 조성으로 구현된다. 다

른 아파트단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거대한 규모의 주거동들이 단지 전체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계획요소와 디자인 기법을 통해 위압감을 최소화하고 친자

연적이면서도 인간적인 활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의 익명성은 보장하는 주거동 디자인과 달리, 주거동 외부에서는 단지 

316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도 래미안 동천 이스트팰리스 단지를 래미안 브랜드 도입 10주년을 
맞아 국내 최고의 명품 단지를 목표로 조성한 아파트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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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래미안 동천의 생활가로 - 래미안 애비뉴 

차원 그리고 인접 주거동과의 커뮤니티 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4개 부

지로 구획된 블록들을 이어주는 래미안 애비뉴라는 생활가로는 래미안 동천 이스트팰

리스라는 단지 전체 차원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단지의 입지상 동측을 제외한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 지역 중에서는 

가장 지대가 높은 서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상적인 생활가로가 소위 유럽형 스

트리트 형태로 개방적 근린생활시설들로 조성되어 있지만 비교적 단지 외부 사람들에

게 방해받지 않은 채 래미안 단지라는 정체성과 커뮤니티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유럽 출신의 건축가와 조경가 그룹을 영입하였듯이, 래미안 동천이 추구하는 생

활가로는 다분히 유럽형 생활가로이다. 그러나 유럽의 클래식한 양식에 대한 모방이기

보다는, 인간적이고 활력 있는 가로라는 공간적 특성을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고층의 

탑상형과 타워형을 혼합배치하는 주거동의 배치 자체는 다른 단지와 공통되는 특성이

나 지형과 오픈스페이스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공간감을 추구하는 저층부 건축계획은 

일반적인 아파트단지의 예측가능성을 예측불가능한 풍요로움으로 전환시킨다.  

이처럼 실제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저층부 레벨에서의 커뮤니티와 인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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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래미안 동천의 주거동 통합 로비

스케일에 대한 고려는 주거동의 통합로비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대부분의 아파트 진입

이 개별 주거동 1층의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래미안 동천의 경

우에는 주로 2개의 주거동이 공유하는 별도의 로비를 갖는다. 따라서 주거동의 가족 

단위의 익명성은 보장하되 로비를 공유하는 주민들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들간의 

우연한 마주침의 확률을 높인다. 

또한 이러한 통합로비는 ‘주상복합 스타일’, ‘호텔식 로비구조’라는 마케팅 어휘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더 많은 세대가 공유함으로써 고급화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무인

택배실, 다목적실, 미팅룸 등 입주민의 편의와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제공이라는 목적

과 동시에, 주거동 진입부에서 입주민의 품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광고에서 강조

하는 기호가치로서의 상징적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축계획에서의 형태적 디자인 역시 유럽 현대 건축의 절제된 미학을 적용함으로써 화

려함보다는 갤러리와 같은 세련된 품격으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한다. 또한 경사지의 

지형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간과 접근방식을 갖는 로비를 조성하여 저층부 계획의 풍부

함을 부각시키는 주요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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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래미안 동천의 부대복리시설

특히 로비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주거동이 있는 반면, 로비를 주거동과 이격시켜 배

치하고 그 사이의 공간을 단독주택과 같은 저층 주거단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골목길 

스케일의 진입로를 별도로 조성함으로써 거대한 스케일의 단지를 저층부 레벨에서 인

간적 스케일로 축소시키고 있다. 또한 주동 출입의 단차를 최소화하고 단독주택의 출

입구와도 같은 게이트 설치로 인해 이러한 친근함의 감각은 배가된다.   

  

부대복리시설은 단지 디자인과 차별화하여 거대한 스케일로 별도로 부각시키기보다 통

합로비 등과 어울려 배치됨으로써 다양한 공간조성 가운데서도 통일감을 유지한다. 또

한 주거동에 인접하여 좀 더 일상적 레벨에서 접근 가능한 공간에 조성되어 있으며,  

2,600㎡ 안팎의 부지에 조성된 스파시설은 규모에서도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화려한 

인테리어로 <힐하우스> 광고 편에도 등장한 바 있다.317  이러한 고급 통합로비 및 부

대복리시설, 특히 스파시설과 더불어 단지 곳곳의 장소에 분산 배치된 게스트하우스의 

아기자기한 조성은 아파트단지라기보다는 팬션이나 리조트와 같은 분위기를 갖게 하기

도 한다.  

317  특히 골프연습장이나 피트니스 센터 같은 운동시설에 비해, 스파시설은 여성과 고령화된 연
령층을 포괄할 수 있는 부대복리시설이며, 한국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도 더욱 일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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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동천 래미안 카탈로그 이미지

: 랜드마크 삼각 타워형 

② 주거동 및 단위세대 디자인 

래미안 동천의 주거동 배치는 남향과 인동간격 유지라는 아파트의 관습적인 기본 조건

을 충족시키며 탑상형과 판상형을 혼합시킨 기존의 일반적인 아파트 배치방식과 다르

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기본적인 주거동 배치 공식을 유지하면서도 부분적으로 그 틀

을 넘어서려는 시도 역시 발견된다.    

즉 일반 타워형 및 판상형 주동과 더불어 3호 조합의 삼각 타워형을 특화시키고 있는

데, 이는 단지 내에서 고층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며 단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파트 TV 광고에서는 거대한 

규모의 주거동에 대해 은폐시키려는 노력이 발

견되는 반면, 개별 아파트단지의 광고에서는 오

히려 그러한 거대함과 위용을 강조하고 과장하

려는 경향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래미안 

동천의 경우에는 30층 규모의 삼각 타워형이 그

러한 ‘랜드마크’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며 단지 

전체의 자부심과 관련된다. 

 

이와 더불어 래미안 애비뉴에 접하는 주동 하부

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테

라스 단위세대를 갖는 중층의 주거동을 배치하

였다. 

또한 4블록 남서측의 가장 지형 레벨이 높은 곳에는 힐하우스라는 연립주택 유형의 

주거동들을 배치함으로서 기존 아파트단지와는 결정적으로 차별화한다. 자연지형을 이

용하여 계단식으로 배치된 힐하우스는 래미안 동천의 건축 디자이너인 빌모트의 건축

어휘가 가장 많이 반영된 주거유형으로서 단지 전체를 대표하는 ‘명품’주거공간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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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래미안 동천의 다양한 주거동 혼합 배치

사실 아파트 브랜드 이전에는 획일적인 아파트단지들이 있었으며 아파트단지 초기에는 

아파트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신분에 대한 상징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

파트가 확산되고 분양가 자율화를 통해 아파트 브랜드화가 시작되면서, 단순히 아파트

단지라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고 사회적 계층화라는 차별화 전략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아파트 브랜드의 서열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은 그것을 미화시키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태생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현대에 들어서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연친화

적인 환경에 대한 열망은 접지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고층 콘크리트 덩어리로 

계획된 고밀도 아파트단지와는 본질적으로 그 속성이 다르다. 

따라서 힐하우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수요자의 욕망을 반영하고 또 이를 구체

화하여 아파트 브랜드의 선도자라는 입지를 굳히기 위해, 아파트 브랜드는 은연중에 

스스로 아파트에 대한 자기부정에 이르게 된다. 특히 TV 광고인 <힐하우스> 편에서는 

오직 연립주택 형태인 힐하우스만을 선전함으로써 스스로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에 대해 

부정하고,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경쟁에서 벗어나 주거유형의 다변화를 특히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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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래미안 동천의 특화된 단위세대

이외의 저층 주거동의 우월함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논의한 브랜드의 이

중성을 극단적으로 반영하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주거동의 배치는 단위세대의 다양성과도 결부되는데, 특히 삼각 타워형

을 구성하는 3면이 개방된 삼각형 모양의 거실을 갖는 단위세대는 힐하우스와 더불어 

래미안 동천의 대표적인 평면이라고 볼 수 있다.318  이러한 평면은 기존의 관습적인 

아파트 평면과는 동선이나 공간감에서 차별화되며, 특히 광교산 주변의 경관을 향한 

전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면상의 변화는 펜트하우스를 제외하고는 단면

상의 변화까지는 유도하지 못한 채 사업성을 위해 반복 적층되고 있다.      

또한 테라스 하우스 타입의 단위세대는 접지성을 향상시킨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적극

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근린생활시설 상부의 일부 평면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빌

모트가 설계한 힐하우스 단위세대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분리시킨 서구형 평면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4면이 외기에 접하는 개

방적 조건을 가질 뿐만 아니라 테라스와 연계되어 바비큐 파티 등이 이루어지는 등 도

심 속에서의 전원생활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아파트단지와 이격

시킨 채 부지 가장 안쪽에 조성되어 있으며 단지 전체와 비교할 때 일부 주거동에 그

318  TV 광고 <이스트팰리스> 편에서는 ‘270도 창’이라는 타이틀로 삼각형 단위세대가 광고
된 바 있다. 그러나 역시 TV 광고의 특성상 삼각 타워형 최상층부의 약 330㎡ 정도의 면적을 갖
는 펜트하우스를 마치 래미안 아파트의 일반적인 평면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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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래미안 동천의 사인 시스템 

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단위세대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는 욕실 공간이 특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존 아파트 평면에 비해 발코니 면적을 욕실공간의 확장으로 활

용함으로써 마치 호텔과도 같이 더욱 여유로운 면적의 고급화된 평면을 선보이고 있

다. 또한 가능한 외기에 면하게 함으로써 채광과 통풍의 기능적 측면도 향상시켰다. 

이는 역으로 방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수요자 라이프스타

일의 변화를 단위세대 내부에서는 특히 욕실 공간의 차별화를 통해 구현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거동 입면에서는 최대한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보이지 않기 위한 다

양한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단지에 비해 독창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입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저층부 테라코타 외장재의 고급스럽고 따뜻한 분위기는 인간적

이고 자연친화적인 느낌의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실질적 눈높이의 저층에서 마주치는 외장재는 테라코타 질감으로 처리한 반면, 

기단부 위쪽으로는 색상을 테라코타와 통일감은 있으나 더욱 연한 색상으로 계획함으

로써 기단부의 느낌은 주거동 상부로 확장됨과 동시에 시선은 기단부에 집중된다. 또

한 전체적인 오렌지와 갈색 계열의 색상은 자연의 초록색 계열과 조화와 대비를 동시

에 일으키며 전체적인 단지 내 분위기에 활력을 

더해준다. 

나아가 일부 벽면과 창틀은 낮에 어둡게 보이는 

유리 창호의 특성과 동일하게 짙은 회색 혹은 흑

색 계열을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유리면에 가깝

게 보이는 착시현상으로 인해 콘크리트의 육중함

을 비교적 가벼운 물성으로 보이도록 처리한다. 

그런데 이러한 입면 색상계획은 기존의 푸른색과 

회색 톤의 래미안 로고와는 어울리지 않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를 인지한 듯 별도의 갈

색 계열의 사인 시스템을 적용하였다.319  

319  광고에서는 래미안 로고가 무엇보다도 의미있는 기표로서 부각되었으나, 명품 설계와 인간
적이면서도 자연친화적인 설계로 특화시킨 래미안 동천에서는 역으로 그러한 보편적 로고가 어울
리지 않는 아이러니한 결과에 이른다. 물론 여기서도 부분적으로 래미안 로고가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단지에 비해 과도하게 강조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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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래미안 동천의 입면 계획

또한 상부 옥탑층의 과도한 장식은 배제하여 시선은 오히려 기단부에 집중되게 하고, 

모든 디자인을 비교적 간결하게 처리하는 대신 저층부 재료의 친환경적인 물성을 강조

함으로써 더욱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결과에 이른다.320  또한 아파트 단지 특유의 

장벽과도 같은 과도한 벽면 느낌을 완화하기 위해 수직적 면 분할을 활용하고 있으며, 

창호패턴도 역시 수평방향보다는 세로방향으로 리드미컬하게 구성하여 바닥부터 천정

까지 유리면으로 처리된 현대적 감각의 입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4블록 고층 아파트 주거동 사이로 언뜻 보이는 힐하우스의 입면은 세계적인 건

축가의 터치가 느껴지는 현대적이고도 세련된 입면으로 래미안 전체의 품격을 높여주

고 있으며, 이는 래미안 동천 단지 내에서도 가장 안쪽의 높은 경사지에 배치되어 사

320  저층부로의 시선의 집중은 특히 조경과 결부되어 상부의 고층 콘크리트 주거동에 대한 인식
을 약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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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래미안 동천의 외부공간 및 어린이 놀이터

실상 거의 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통해 래미안 전체의 미학으로 확산된 바 

있다.  

③ 조경 계획

대규모 아파트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래미안 동천의 인간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공간감은 

상당부분 조경 계획에 의존하고 있다. 서로 다른 스케일과 분위기의 외부공간은 자연

지형의 레벨과 연계되어 하나의 프로토타입이 반복배치 되었다기보다는 다양하고 특정

한 접근방식을 갖는 분산적 배치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공간들과의 조우가 더욱 극적

으로 드러난다. 이는 고층고밀의 반복적층된 콘크리트 주거동의 공간 계획을 중화시키

며 단지 전체에 활력을 가져오는 요소가 된다.

특히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입지상의 장점으로 인해, 내부 조경과 외부 자연지형은 

시각적으로 그리고 동선상으로 연계되며 내부의 인공 조경은 외부의 실제 자연환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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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장된다. 그리고 이는 분양시에 마치 단지에 종속된 사유재산처럼 대대적으로 광

고되며 일종의 패키지로 판매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인공적으로 조성된 단지 내부 

조경이 외부의 실제 자연환경을 닮으려는 욕망은 단지 곳곳에서 실개천이 흐르는 생태

계류나 인공폭포 등에서도 드러난다.321     

어린이 놀이터는 대부분의 단지에서 단순한 놀이의 공간에서 창의성과 예술성을 아우

르는 문화와 교육의 공간으로 진화되고 있었으며, 단지 내 활력과 이벤트의 중심일 뿐

만 아니라 시각적 초점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었다. 특히 어린이들의 주위에는 

항상 부모나 조부모 등의 가족단위가 함께 함으로써 단지에서 가장 활력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는데, 안전상의 이유까지 가세하여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배치되고 있었다.322  

또한 수목의 그늘이 형성하는 공간감은 고층 콘크리트 건물이 형성하는 공간과는 전혀 

다른 자연친화적 감각을 일깨워주며, 인공적인 대규모 단지라는 비인간적 스케일을 자

연 수목의 레벨에 맞게 축소시킨다. 

또한 조경과 동선의 이분법적 구획보다 경계석을 없앤 부드러운 경계처리 그리고 동선 

공간의 스케일을 축소시키고 차량동선보다는 보행공간의 느낌을 갖는 바닥 페이빙으로 

마감하여 최대한 실제 경험하는 보행자 레벨에서 인간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

성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조경 공간과 동선이 자연스럽게 통합되며 단지 전체 레벨에

서 보행과 산책을 위한 이상적인 분위기를 구현하였다.

특히 다양한 수종의 식물들을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배치가 아니라 마치 미시적이고 

디테일한 레벨에서 하나하나 고민하여 배치한 것과 같은 식재 계획은 ‘연예인 이름보

다 꽃 이름을 더 많이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라는 헤드라인을 내세우는 TV 

광고 <산책> 편의 내용과도 상응하도록 조성되었다.    

321  래미안 동천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발견되지만, 이러한 특성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일산 
자이 위시티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22  물론 안전에 대한 고려에서 단지 중심에 위치시키는 계획기법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안전
에 대한 고려 이상으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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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래미안 동천의 조경을 통한 자연친화적 / 인간적 공간 구현

    

(3) 삼성 래미안의 주거 상품화

래미안 동천 이스트팰리스 단지는 사업성을 위한 고밀도와 반복적 획일화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광고에서 제시하는 부와 신분의 상징이라는 사회적 계층화에 대한 욕망

과 인간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위해 이를 은폐 혹은 극복

하며 생산과 소비 영역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절하기 위한 건축과 조경 분야의 다양

한 계획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었다. 

즉 대량생산으로 인한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공간 및 예측가능한 단지 구성이라는 아파

트단지 본연의 속성과 이와는 대조적인 다양하고 복합적인 삶을 담는 주거단지에 대한 

욕망을 절충시키려는 노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이라는 

소비주의 논리와 더불어 실제 일상생활 레벨에서의 가치 역시 아우르며 기존 아파트단

지에 비해 상당한 진보를 실현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 실제의 일상적 삶의 가치들은 

소비주의와 맞물려 고품격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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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특성들은 해당 랜드마크 단지에 한정되며, 따라서 광고에서는 대량생산

된 획일적이고 저렴한 주거유형이라는 실체는 최대한 가리는 전략을 취하며 아파트에 

부재하는 다양한 수요자의 욕망을 래미안 브랜드의 이미지에 결부시키며 기호적 의미

체계 내에서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하고자 한다. 그 결과 실체 

자체보다 광고가 형성하는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을 함축한 로고가 더욱 실체로서 부

각되며, 아파트의 실질적인 일상생활공간보다 부재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미지를 선호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래미안 동천 이스트팰리스에서 구체화되었던 계획기법들이 이후의 다른 아파트

단지들에서 동일한 혹은 더욱 발전된 수준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랜드마크 단지의 

조성은 브랜드 차원에서는 일회적 이벤트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즉 아파트단지 수요

자의 욕망을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체’로서 래미안 동천을 건설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의 브랜드 수요자에게는 경험 불가능한 실체로서 광고를 통하여 가공된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일종의 세트장에 불과한 것이다. 즉 실체에 기반한 브

랜드 이미지 구축이 아닌, 이미지 구축을 위한 특정 실체의 건설로 귀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건설업체는 광고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욕망을 반영한 실체를 

만들고 실체는 다시 조작과 가공을 거쳐 더욱 다듬어진 욕망을 담은 이미지로서 보급

되고 확산됨으로써, 대부분의 경우 광고가 형성하는 기호의 의미체계 안에서만 존재의

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극단적으로는 아파트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저

층 연립주택 유형의 우월함을 은연중에 주장하게도 되고, 달과 별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욕실을 이상으로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래미안 

동천은 실체를 광고하면서도 아파트의 보편적 실체와는 가장 상반되는 허구적 이미지

를 광고를 통해 보편적 이미지로써 전파함으로써, 어떤 측면에서는 브랜드의 이중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확산된 이미지는 광고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체와 관련 없이 

이미지를 신뢰하며 해당 브랜드의 인지도 및 선호도 향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수

요자의 욕망을 더욱 가시적으로 정교화함과 동시에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수요자

의 의식을 변화시키게 되고, 결국 스스로도 그에 걸맞는 실체를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

으로 즉 광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주거유형의 자기 부정으로 귀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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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연립주택 유형 도입, 조경과 생활가로 특화 등
부분적인 과감한 계획적 시도와 보완의 노력

단지 배치 및
커뮤니티 계획

아파트단지 계획 분석

주거동 및
단위세대 계획

조경계획

• 판상형과
탑상형 혼합,

남향과 인동간격
고려한

관습적 배치
(사업성 위한
밀도 확보,

대량 판매를 위한
균등한 배치조건)

• 대부분
고층고밀의

주거동
(접지성 결여,

주거동의
익명성 유지)

• 핵가족 기반의
단위세대
(무난한

상품성 확보)

기존 아파트단지 배치 공식
근본적 유지

주거생산방식
/ 주거공간특성
보완 및 은폐

세계적 엘리트 전문가 영입 (건축/조경)

- 세계적 전문가의
명품 설계라는
상품가치

• 저층 연립형
힐하우스 /

테라스 하우스 계획
(극소수 세대 한정)

• 콘크리트
물성 은폐,

현대적
간결한 미학

(저층부
테라코타 마감,

색상과 면분할 통한
착시 효과 활용)

• 부대복리시설
분산배치

(커뮤니티 및
저층부 활력 강화)

• 주거동 공유
통합로비 및

진입방식 차별화

• 유럽형 생활가로
(래미안 애비뉴,
블록간 커뮤니티

연계)

• 다양한 스케일과
분위기의

외부공간 조성
(예측불가능성

극대화)

• 내부 조경과
외부 자연지형의

연계

• 차별화된
어린이 놀이터
(이벤트/활력)

• 조경을 통한
인간적 /

자연친화적 공간

수요자의 주거의식 및 잠재적 계획에 영향

- 브랜드 이중성의 극단적 사례
- 브랜드 이미지 선도를 위해

수요자의 현실적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이상적 요구도 반영하기 위한 전략에서
저층 연립주택 유형을 우월함을 제시

[생산/공급]

근대적
대량생산
주거유형

주거생산방식
/ 주거공간특성

은폐

[소비/수요]

사회적
계층화에
기반한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

이미지
반영한

랜드마크
단지 조성

아파트
주거유형의
자기부정

주요 일상생활 공간 제외

로고의 기호가치 부각

저녁 시점의 활용

TV 광고 메시지 분석

- 아파트의 실체는
가려지고
로고와 조명이
부각되는 시점

- 실체보다
브랜드 이미지
함축하는
로고가 기표로 부각

- 실제 래미안 단지가
배경이어도
주요 일상생활
공간은 제외

부러움의 시선과 표정

과시적 상황 설정

브랜드 가치 아는 타자 설정

- 브랜드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는
타자의 존재 필수

- 남자친구 초대 등
빈도는 낮으나
거주하는 곳
보여주기에
가장 극적인 상황

- 외부인인 타자가
감탄과 선망의
감정으로
올려다보는 시점

아파트에 부재하는 요소들

- 높은 천정, 
저층 주거동 등
아파트에 부재하는
요소들의 도입

특정 실체의 보편적 확산 (이미지를 위한 실체)

- 전략적 랜드마크 단지는 다시 이미지로 조작/가공

[표 4-24]  삼성 래미안의 주거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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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GS 자이의 광고 및 아파트단지 계획 분석

자이(Xi)는 ‘특별한 지성’(eXtra intelligent)의 약자로, 아파트 브랜드 네임으로는 

다소 이례적으로 통상적으로 떠오르는 집에 대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브

랜드 네임은 명칭부터 다소 진입장벽을 형성하며 마치 이를 이해하는 사람들만의 커뮤

니티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323 

자이는 그 명칭에 걸맞게 무엇보다 고급 라이프스타일과 품격있는 문화를 추구한다. 

즉 단순한 주거브랜드를 넘어서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지향하고자 한다. 따라서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고품격 아파트 자이(Xi)'라는 타이틀 아래, ‘주목받

는 공간 창출’, ‘고객에 대한 특별한 존중’, ‘수준 높은 삶의 공간’ 등을 대표

적인 브랜드 철학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이의 세련된 문화는 특히 ‘자이 갤러리’324 라는 복합문화공간을 통해 체험가능한

데, 이는 기존의 모델하우스 개념에서 확장되어 갤러리, VIP 컨퍼런스 룸, 키즈룸, 쿠

킹 클래스를 위한 오픈키친, 요가나 필라테스를 배울 수 있는 리프레쉬 룸, 다양한 문

화강좌를 위한 문화 클래스룸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림 4-5]  서교동 자이 갤러리 

즉 단지 내부의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인 자이안 센터(Xian Center)와 같은 하드웨어

측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의 강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이는 이를 통해 무엇보다도 자이라는 브랜드는 고품격일 뿐만 아니라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문화와 스타일을 추구함을 보여준다.  

323  첨단의 어감과 간결성을 통해 앞선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상징화하였다는 로고는 이지적이
고 세련된 짙은 청록색(peacock blue)을 주조색으로 한다.

324  전국에 총 3군데로 서울의 서교동, 대치동 그리고 부산 연산동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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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지속성
/ 빈도

실체
(사용가치

/경험)

이미지
(교환가치

/기호)

감성적 이성적

“The Culture” /
‘문화를 누리는 특별한 방법’

‘누려보세요, 자이의 특별한 문화’
“모두가 꿈꾸는 그 곳” /
‘자이 휴양지를 꿈꾸다’

라이프스타일 품격있는 문화
고급 라이프스타일

세련, 지적
취향, 감각

트렌디, 심미적

명품, 특권
꿈, 희망

여유, 상류층
자부심

계급적 서열화

“The Prestige” /
‘당신을 빛나게 하는 이름’
‘세상보다 높은 자부심’

“Made in 자이” /
‘앞선 아파트 자이가 만듭니다’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

“모두가 꿈꾸는 그 곳” /
‘My special love’

커뮤니티

자산가치
투자가치

• 자이 갤러리
문화강좌/행사

• 부녀회
김장 나눔 행사

• [서초] 스카이 브릿지
• [일산] 공원
• [반포] 산책로, 스카이데크 등
• [서교] 공연장, 쇼핑 애비뉴 등

엘리트
수준, 품격

노블레스 오블리주
따뜻함

동질성, 배타적

[표 4-25]  GS 자이 TV 광고의 브랜드 차별화 전략

이처럼 자이는 타 건설사의 브랜드에 비해 브랜드 자체의 품격보다 거주자의 품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이 브랜드는 물리적 건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품격과 문화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는 듯이 보인다. 따라서 자이는 집을 넘

어서서 라이프스타일과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라이프스타일과 커뮤니티 역시 그 감성적 소구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주의 내에

서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용자의 실제적 삶의 내용보다는 라이프스타일과 

고품격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계층화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에 가깝다. 그

러나 자이 역시 실체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흐름이 대두되면서, 사실과 실체에 기반한 

광고가 등장하며 특히 ‘Made in 자이’ 이후에는 더욱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듯 보인다. 

(1) GS 자이의 TV 광고 메시지 분석

자이 TV 광고는 200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홍보하는 광고를 

기준으로 총 12편이 방영되었다. 각 광고를 크리에이티브 표현요소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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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년도

/ 제목
모델 슬로건 헤드라인

바디카피

(voice-over)
비고

2007

/ 

(1)

가가

자이

이영애

모두가

꿈꾸는

그 곳

My

Speical 

love, 자이

 (이영애) ‘자이가 특별한 이유 아세요?’

 - 자이와 떠나는 멜버른의 선진주택 문화탐방

 - 자이가 제안하는 거실표정 인테리어

 - 자이 멤버십 메거진 <가가자이>

 (이영애) ‘자이에선 가가자이를 통해’

 - 자이에서 시작하는 로하스 테이블

 (이영애) ‘보다 특별하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누려보세요, 자이 커뮤니티, 

 My special love, 자이’ 

방배

자이

2007

/

(2)

나눔

이영애

모두가

꿈꾸는

그 곳

My

Speical 

love, 자이

 (이영애) ‘아름다운 동행을 꿈꿉니다. 

 먼 겨울 함께 건너는 그대만의 특별한

 벗이 되고 싶습니다.‘ 

 - 한강자이 부녀회 김장나눔행사 

 (이영애 외) “할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이영애) ‘자이가 특별한 건, 

 세상을 향한 마음입니다.’

 - 한강자이가 독거노인들게 사랑의 김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My special love, 자이

한강

자이

2007

/

(3)

경관조명

이영애

The

prestige,

자이

당신을 

빛나게 

하는 이름

 명품을 넘어!

 (이영애) ‘당신을 빛나게 하는 이름,

 The prestige, 자이‘ 

용산

파크

자이

2007

/

(4)

스카이

브릿지

이영애

The

prestige,

자이

모두가

꿈꾸는

그 곳

 생각을 하늘까지 올려라

 이곳은 자이 전용 하늘입니다

 - 서초아트자이 스카이브릿지

 - 서초아트자이에서 만나게 될 

 신개념 공간 이미지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그곳,  The prestige, 자이

서초

아트

자이

공간이

미지

2007

/

(5)

일산

자이

이영애

The

prestige,

자이

세상보다

높은 

자부심

 상상해 보셨나요?

 일산 위에서 꿈꾸는 센트럴 파크를,

 - 33만㎡ 위에 만들어지는 자이의 명작

 - 지상에 차가 없는 4,683세대

 - 100개의 테마가 있는 전용정원 

 그리고 100개의 테마가 있는 전용 공원을.

 세상보다 높은 자부심, The prestige, 자이

일산 

자이

위시티 

이미지 

화면

2008

/

(6)

쿠킹

이영애

The

culture,

자이

문화를 

누리는 

특별한 

방법

 - 복합문화공간 연산 자이 갤러리

 (이영애) ‘오늘은 요리로 문화를 배우는 날’

 - 이탈리안 쿠킹 클래스

 (이영애) ‘자이에서 멋진 요리사가 되어본다‘

연산

자이갤

러리

소개

[표 4-26]  자이 광고 메시지의 크리에이티브 표현요소

325  [표 4-26]은 자이의 공식 홈페이지인 http://www.xi.co.kr 를 중심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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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 이탈리아 요리와 문화의 만남

 문화를 누리는 특별한 방법, The culture, 자이

2008

/

(7)

작은

음악회

이영애

The

culture,

자이

누려

보세요, 

자이의 

특별한 

문화

 - 자이 갤러리, 이야기가 있는 작은 음악회

 (지휘자) “다음은 결혼을 앞둔 딸을 위한 연주입니다”

 (딸) “아빠”

 -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영애) ‘누려보세요, 자이의 특별한 문화’

 - 자이는 자이갤러리를 통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 culture, 자이

2009

/

(8)

반포

자이

이영애

모두가 

꿈꾸는 

그 곳

자이

휴양지를

품다

 (배경음악 : 이영애 노래)

 - 2.4km 산책로, 테마 카약장, 워터 테라피존

 - 자이안센터 스카이데크, 로툰다 벽천

 자이, 세상이 꿈꾸는 휴양지를 품다

 모두가 꿈꾸는 그 곳, 자이

반포

자이

2010

/

(9)

서교

자이

이영애

모두가

꿈꾸는 

그 곳

또 하나의

도시를 

품다

 - 스파가 있는 게스트룸

 - 자이 안에서 만나는 공연장

 - 서교자이에서 만나게 될 

   복합문화도시 이미지입니다

 - 당신이 꿈꾸는 쇼핑 애비뉴

 - 이 곳은 자이 전용 도시입니다

 (이영애) ‘자이, 또 하나의 도시를 품다,

 모두가 꿈꾸는 그 곳, 자이‘

서교

자이

이미지

화면

2010

/

(10)

그린

스마트

이영애

모두가

꿈꾸는 

그 곳

당신을 

위한 그린 

스마트, 

자이

 (친구) “너도 이거 아니?, 

 밖에서도 집안 전등 끌 수 있어“

 (이영애) “난 그런거 몰라”

 당신은 모르셔도 좋습니다.

 자이의 그린스마트 기술이 에너지를 알아서

 관리해드리니까요

 - 안쓰는 에너지를 알아서 차단해주는    

 그린스마트 EMS

 - 자이의 그린스마트 기술을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영애) ‘당신을 위한 그린 스마트, 자이’

2011

/

(11)

앞선

아파트

일반 

모델

Made in 

자이

앞선 

아파트 

자이가 

만듭니다

 자이는 왜 더 스마트해지려 할까요

 자이는 왜 더 아름다워지려 할까요

 당신을 위해, 앞선 아파트 자이가 만듭니다.

 Made in 자이

2011

/

(12)

첨단

디자인

일반

모델

Made in 

자이

앞선 

아파트 

자이가 

만듭니다

 - 일체형 샤워 수전 (국제포럼디자인 2011 본상)

 세계는 자이라는 작품에 감탄합니다

 - 큐브 벤치 (레드닷디자인어워드 2008 본상)

 - 자이 키오스크 (국제우수디자인어워드 2008 Finalist)

 자이의 첨단 디자인이 만든 것

 - 일산자이 제로가든 (세계조경가대회 2010 대상)

 명작 속의 산책입니다

 앞선 아파트 자이가 만듭니다.

 Made in 자이

※ ‘-’는 주요 자막 표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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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 역시 래미안과 마찬가지로 GS(이전의 LG)라는 재벌 모기업의 위상에 힘입어 무

엇보다 사회적 계층화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을 추구한다. 따라서 타 브랜드

에 비해 비교적 늦게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위 브랜드인 삼성 래미안을 추격하며 

2위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TV 광고에서 이러한 브랜드 차별화 전략은 2005년 첫 광

고부터 2010년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 바 있는 스타 여배우에 의해 구체화되는

데, 지적이고 아름다우며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여배우는 이러한 품격을 말해주는 상징

이자 기호로서의 역할을 한다.

‘모두가 꿈꾸는 그 곳’, ‘The Prestige, 자이’와 같은 슬로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최고의 스타 여배우라는 모델을 통해 자이는 그 어떤 브랜드보다도 특별한 고

품격 아파트라는 신화를 끊임없이 드러내고자 한다. <경관조명> 편의 바디카피인 ‘명

품을 넘어! 당신을 빛나게 하는 이름, The Prestige, 자이’와 <일산 자이> 편의 헤

드라인인 ‘세상보다 높은 자부심’ 등과 같은 다소 과장된 문구에서도 자이가 추구

하는 브랜드 프리미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로 하여금 당신도 이곳에 산다

면 스타 여배우처럼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주입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서도 래미안 광고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대적 표준화된 대량생산 방식은 은

폐되며, 광고가 표방하는 이미지를 담아내는 로고와 과시적 경관조명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진다. 또한 <서초 아트 자이> 편의 스카이 브릿지와 같이 세상을 내려다보고자 

하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올려다보게 만들고자 하는 기호가치에 대한 욕망이 표출된

다. 그리고 이는 2011년 이후‘Made in 자이’라는 슬로건으로 그 ‘특권’을 차별

화한다.326    

이러한 사회적 계층화에 기반한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과 더불어 자이는 그 명칭에 

걸맞게 무엇보다 고급 라이프스타일과 품격있는 문화를 추구한다. 대부분의 광고에서 

등장하는 이지적이고 세련되며 아름다운 여성을 상징하는 스타 여배우는 브랜드의 품

격과 더불어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도 기능한다. 즉 래미안에서 

볼 수 있는 가족의 행복보다, 여기서는 자신의 삶을 즐기는 독신여성의 자유롭고 트렌

디한 생활양식이 더욱 선호된다. 자이의 단지들을 소개하는 휴양지, 공연장, 스파, 쇼

326  자이는 2011년부터 이영애를 일반 모델로 교체하며 ‘Made in 자이’라는 슬로건으로 전
환한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은 뒷모습과 옆모습을 주로 보여주며, 이제 관심을 모델에서 자이 아
파트 그 자체로 집중하게 하며 e편한세상과 같이 자이의 앞선 디자인과 기술력을 강조하고자 한
다.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의 지향은 유지하되 실체를 활용한 광고로 전환하고자 하나, 아직 실
용이나 생활편의 등 직접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의 접근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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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 애비뉴, 센트럴 파크 등의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치 세련된 뉴요커와도 같은 

거주자의 삶을 상상하게 한다.  

자이의 세련된 문화는 특히 ‘자이 갤러리’라는 복합문화공간을 통해 체험가능한데,  

‘The Culture 자이’를 슬로건으로 하는 2008년 <쿠킹 클래스> 편에서는 모델하우

스가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 것을 선전하며 아파트가 아닌 문화강좌에 대해서만 조

명한다. 스타 여배우가 비슷한 또래의 회원들과 전문가적인 고급 주방에서 이탈리아 

요리를 배운다는 설정으로 이는 실제 아파트단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327  

‘자이에서 멋진 요리사가 되어본다’라는 이와 같은 일종의 경험의 판매는 아파트라

는 물리적 건물의 경관조명을 광고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이는 거주자의 삶과 라

이프스타일 그리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문화를 누리는 특별한 

방법’, ‘누려보세요, 자이의 특별한 문화’라는 헤드라인에서 알 수 있듯이 ‘누린

다’라는 문구의 의미가 중요해 진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화는 일반적인 문화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계층화에 기반한 자

이의 문화 혹은 자이다운 문화이다. 즉 <쿠킹 클래스> 편에서와 같이 외국인 요리사로

부터 직접 이탈리아식 요리를 배우며 통역 없이도 모두 이해하는 듯한 최고급 커뮤니

티를 통해 이루어지며, 최대한 고급스럽게 세팅된 서구적 문화에 대한 동경이다. 그리

고 이러한 서구적 문화에 대한 동경은 마찬가지로 ‘The Culture, 자이’를 슬로건

으로 하는 이후의 <음악회> 편에서 소개되는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설

정을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327  <쿠킹 클래스> 편에서 외국인 요리사는 그들에게 직접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며(0:07, 
0:08, 0:09) 회원들이 한 요리를 시식한 후 칭찬을 해주는 등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
된다(0:10, 0:11, 0:12).



190

0:02                                0:05                                0:06                              0:07

헤드라인

이미지 컷

바디카피
(voice-over)

‘오늘은 요리로 문화를 배우는 날’

0:08                                0:09                                0:10                              0:11

바디카피
(voice-over)

0:14                                0:16                                0:17                              0:18

바디카피
(voice-over)

‘자이에서

이미지 컷

이미지 컷

0:19                                0:21                                0:24                              0:25

바디카피
(voice-over)

멋진 요리사가 되어본다’

이미지 컷

0:28                                0:29

The Culture 자이
바디카피

(voice-over)

이미지 컷

문화를 누리는 특별한 방법

- 복합문화공간
연산 자이갤러리

- 이탈리안
쿠킹 클래스

- 이탈리아 요리와
문화의 만남 문화를 누리는 특별한 방법

[표 4-27]  GS 자이 TV 광고 - <쿠킹 클래스> 편 (2008)    

물론 자이의 광고에서 소개되는 이벤트 역시 문화의 차원임에는 분명하나, 그 근저에

는 문화에도 다분히 계급이 있다는 설정에서 출발하며 자이에서의 라이프스타일이란 

바로 이러한 상류층의 문화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쿠킹 클래스를 경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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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2                               0:04                               0:06

헤드라인

이미지 컷

바디카피
(voice-over)

0:07                               0:08                               0:10                               0:12

바디카피
(voice-over)

0:13                               0:15                               0:19                               0:21

바디카피
(voice-over)

이미지 컷

이미지 컷

0:23                               0:26                               0:29

바디카피
(voice-over)

앞선 아파트 자이가 만듭니다 Made in 자이

이미지 컷

앞선 아파트 자이가 만듭니다

자이의 첨단 디자인이 만든 것 명작속의 산책입니다

감탄합니다

세계는 자이라는 작품에- 일체형 샤워수전
(국제포럼디자인 2011 본상)

- 큐브 벤치
(레드닷디자인어워드 2008 본상)

- 자이 키오스크
(국제우수디자인어워드 2008 Finalist)

- 일산자이 제로가든
(세계조경가대회 2010 대상)

[표 4-28]  GS 자이 TV 광고 - <첨단 디자인> 편 (2011)    

자이 갤러리에서 가능한데, 이는 아파트가 아닌 자이 갤러리라는 특정 장소에서 경험 

가능한 것이다. 즉 자이에 의해 운영되기는 하나 거주자의 지리적 근접성과는 관련이 

없는 곳으로 일상적으로 빈번히 경험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련되고 감각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추구 이면에는 ‘취향’의 

문제가 자리한다. 고급 취향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자이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 

기존부터 미학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듯 <첨단 디자인> 

편에서는 자이의 디자인 수상 실적을 나열하며, 자이의 고급스러움을 아름다움과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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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328   

그러나 여기서의 미학은 체험보다는 감상에 가깝다. 즉 자이는 작품이 되고 명작이 되

며, 실제로 갤러리에 걸려있는 예술작품이 된다. 불이 꺼져 있는 낮보다 불이 켜져 있

는 밤이 더욱 아름다운 아파트의 특성상 ‘Made in 자이’슬로건의 광고 엔딩 부분

에는 주경에서 야경으로 바뀌며 아파트가 더욱 화려해지는 모습을 포착하는데, 특히 

<첨단 디자인> 편에서는 일반 아파트 단지가 아닌 부띠끄 모나코를 보여줌으로써 그 

미학의 특별함을 실제보다는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자이에서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 세련되고 따뜻한‘커뮤니티’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커뮤니티 역시 아파트에 결여된 이웃 간의 정을 회복한다는 규범적 차원과

는 확연히 다르다. 이는 스타 여배우 혹은 자이에 거주하는 그와 비슷한 계급의 사람

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이며, 따라서 가입 그 자체로 특권이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광고는 TV를 보고 있는 당신도 이러한 상류층의 여유롭고 

풍족한 커뮤니티에 어서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미소로 초대한다. 

즉 자이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특별한 지성’의 소유자이자‘고품격 라이프스타일’

과 ‘세련된 취향’을 갖춘 이들로, 단순히 부동산 투기를 통해 성공한 졸부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문화자본을 갖춘 진정한 엘리트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이미지

를 심어준다. 즉 사회경제적 동질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수준의 동질성까지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들은 <쿠킹 클래스> 편에서 볼 수 있듯이 지적이고 감각적이며 유쾌한 동료이자, 

<나눔> 편에서 소개되는 한강 자이 부녀회의 김장나눔행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노블

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따뜻하고 품격있는 공동체이다. 즉 자이

의 광고에서는 보편적 핵가족의 행복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는 대신, 독신 여성의 트

렌디한 라이프스타일과 사회의 소외계층까지 돌볼 줄 아는 여유 있는 신분 계급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강조된다.

328  <첨단 디자인> 편에서는 비단 대한민국을 넘어‘세계는 자이라는 작품에 감탄’하고(0:06, 
0:07), 자이의 조경은 미술관의‘예술작품’으로 승화한다(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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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3                               0:05                               0:06

헤드라인

이미지 컷

바디카피
(voice-over)

0:08                               0:09                               0:12                               0:15

바디카피
(voice-over)

0:16                               0:18                               0:19                               0:24

바디카피
(voice-over)

이미지 컷

이미지 컷

0:25                               0:29

바디카피
(voice-over)

모두가 꿈꾸는 그 곳
The Prestige 자이

이미지 컷

모두가 꿈꾸는 그 곳

이곳은 자이 전용 하늘입니다

생각을 하늘까지 올려라

- 서초아트자이
스카이 브릿지

- 서초아트자이에서 만나게 될
신개념 공간 이미지입니다

[표 4-29]  GS 자이 TV 광고 - <스카이 브릿지> 편 (2007)    

또한 대부분의 자이 광고는 특정 아파트 단지 광고와도 연계되는데, 이를 통해 자이 

전체로서의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각 단지별 커뮤니티의 차별화를 보여준다. ‘The 

Prestige, 자이’를 슬로건으로‘모두가 꿈꾸는 그곳’을 헤드라인으로 하는 <스카이 

브릿지> 편은 서초 아트 자이라는 특정 단지의 이미지를 보여준다.329  그리고 여기에

329  <스카이 브릿지> 편에서 이영애가 가상의 스크린을 클릭하자(0:05), 지상층에 있던 커뮤니
티 공간이 최상층부로 구름을 가르는 바람 소리와 함께 올라간다(0:06, 0:08. 0:09). 그리고 온
통 파란 하늘과 구름 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이영애가 차를 마시고 있다(0:12). 동시에 
‘이곳은 자이 전용 하늘입니다’라는 내레이션이 나온다. 비행기를 탄 듯 높은 고도의 스카이 



194

는 그들만의 라이프스타일, 특권의식, 그리고 커뮤니티의 이미지가 집약되어 있다. 

즉 대부분의 아파트 브랜드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계급적 차이의 욕구를 자극하지만, 

자이에서는 이러한 특권의식과 더불어 특별히 자이만의 커뮤니티가 강조되어 왔는데 

여기서는 ‘전용’이라는 표현을 통해 극대화된다. 그리고 이 전용은 심지어 소유의 

개념이 토지와 건물을 넘어서서‘자이 전용의 하늘’까지도 소유하는 온전히 그들만의 

특권으로 발전된다. 그리고 ‘모두가 꿈꾸는 그 곳, The Prestige 자이’라는 내레이

션으로 마무리된다.330        

이처럼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자부심과 높은 품격은 슬로건과 헤드라인 그리고 바디

카피에서의 다소 과장된 문구의 사용으로 구체화될 뿐만 아니라, 자이 아파트를 소유

하면 바로 TV 속 스타 여배우처럼 될 수 있다는 광고의 기호학적 논리를 통해 고품

격, 명품, 최첨단의 신화를 교묘하게 접목시킨다. 그리고 비록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상류층만의 삶의 공간이지만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

으킨다. 

이와 같이 GS 자이의 TV 광고는 사회경제적 동질성 뿐만 아니라 문화자본과 교양 등

의 품격까지 상징하며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라

이프스타일과 문화생활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수요자의 욕망까지 아우르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집단적이고도 계급적인 동질성에 기반한 사회적 계층화의 일환으

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산 가치 프리미엄이라는 교환가치까지 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고급화와 수준 높은 취향이라는 이미지를 위해 대량생산된 획일적 주거생산방

식은 은폐되는 경향이 있으나, 집단적 위계와 동질적 커뮤니티에 기반하는 브랜드의 

특성상 주거공간의 배타적 구획은 오히려 강조하는 양상을 보인다. 동시에 아파트단지

의 일상생활공간이라는 실체와는 전혀 관련 없는 별개의 문화 공간을 제시하며 기호적 

의미체계 내에서 그 이미지의 연합을 모색한다.

 

브릿지는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환상적인 공간 이미지를 제공하며, 이를 배경으로 사람들
은 러닝머신을 타기도 하고(0:15) 이영애는 선베드에서 책을 읽기도 하는 등 매력적인 일상이 펼
쳐진다(0:16). 자이 광고는 여기서 ‘서초 아트 자이’라는 단지를 그들만의 특별한 라이프스타일
을 즐기는 커뮤니티 단위로 차별화한다. 

330  <일산 자이> 편에서는 100개의 테마가 있는 ‘전용’공원을, <서교 자이> 편에서는 자이 
‘전용’ 도시를 선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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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도시개발구역 

- A1, A2, A4 블록 

대지면적 334, 016㎡

규모 총 3개 블록 41개동 (20 - 30층) 

공급세대 총 4,507세대

단위세대 

주택형

1블럭 : 112 - 196 

2블럭 : 132 - 275

4블럭 : 132 - 276

입주 시기 2010년 

[표 4-30]  GS 자이의 단지 개요 및 단지 배치도

(2) 아파트단지 계획 분석 : 일산 자이 위시티

2007년 GS 자이 광고인 <일산 자이> 편에서는 특정 단지 분양광고와 더불어 자이 아

파트 브랜드의 전체 이미지에 대해 선전한 바 있다. 4,500여 세대라는 거대한 규모의 

단지에 대한 이 광고는 ‘The Prestige, 자이’를 슬로건으로 ‘세상보다 높은 자부

심’을 헤드라인으로 내세우며 전형적인 소비주의 광고의 특성을 보인다. 특히 ‘자이 

전용의’ 품격 있는 ‘명작’과도 같은 조경 공간을 전면에 부각시키며 뉴욕의 ‘센

트럴 파크’의 이미지와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거대도시’라는 광고에 걸맞게 일산 자이 위시티 역시 래미안 동천 세대수의 약 2

배에 해당되는 대규모 단지로 총 3개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각 블록의 면

적과 규모 역시 래미안 동천에 비해 2배 이상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랜드마크 단지

로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역시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단지의 위상에 

걸맞게 카탈로그에서도 자이 특유의 과장된 문구들이 소비주의 논리에 따라 삽입되어 

있다.  

즉‘한 눈에 보여드릴 수 없는 4,507세대 거대한 규모, 오직 당신만을 위해 디자인되

는 테마가 있는 100개의 정원, 지금 세계적 명품도시 WI CITY에서 대한민국 도시 

역사를 바꿀 자이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도시도 가지지 못

했던 생활환경, 그리고 대한민국 상류사회가 기다려왔던 고품격 소사이어티’, ‘세계

인이 부러워할 또 하나의 명품 도시’, ‘세상이 꿈꾸던 완벽한 자유가 펼쳐집니다’, 

‘일산보다 높은 세상 자이에 오르십시오. 일산을 능가할 놀라운 비전이 그 모습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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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냅니다’, ‘세상이 동경하는 가장 높은 세상’ 등과 같이 자이가 추구하는 고품격

과 특권의식에 대한 어휘들이 등장한다. 

또한 래미안 동천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 조경 전문가의 영입을 강조하며 세계 최고의 

조경 거장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선전한다. 이 역시 래미안 동천의 사례에서와 마찬가

지로 엘리트 전문가가 상품성을 갖는 이미지로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6]  일산 자이 카탈로그 이미지 - 세계적 엘리트 조경 전문가 

   

이처럼 조경 분야에서 해외 전문가를 영입한 점 그리고 TV 광고에서도 조경을 가장 

강조한 사실은 일산 자이 위시티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조경에서 그 특화된 브랜드 

전략을 구체화하며 차별화된 단지를 구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① 단지 배치 및 커뮤니티 계획

일산 자이 위시티는 TV 광고에서 자이가 강조했던 거주자의 특권의식과 상류층 커뮤

니티를 강조하기 위해 개별 세대의 정체성은 익명적으로 처리하면서도 단지의 정체성

은 강조하고자 하였다. 단지 정체성은 상당부분 진입부에서 형성되는데, 가로를 향한 

개방적 구성 대신 거대한 단지 게이트를 조성하여 그 경계를 강조함으로써 자이 거주

자의 커뮤니티임을 공간적,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단지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기법으로 대로변의 웅장한 단지 게이트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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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부 단지 게이트

웅장한 스케일의 단지 게이트를

통한 단지 경계의 강화,

클래식한 서구 고전 양식의 차용,

자이의 현대적 미학과 상충

(미학보다 소비주의가 우세)

관상용 소나무의 군집

키가 크고 화려한

관상용 소나무의 군집은

진입 게이트와 결부되어

특권적 단지의식과 품격을 상징

별동의 근린생활시설

가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주거동의 기능과 상충되는

시설로 파악, 도로변 상업성만 확보,

단지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클래식한 고전 양식 차용

[표 4-31]  일산 자이 위시티의 단지 진입부의 정체성 구현 

어 화려하고 키가 큰 관상용 소나무의 군집을 활용하고 있으며 인접하여 별동의 근린

생활시설 건물331 을 배치하고 있다. 가로에 면하여 아파트단지의 존재감을 대변하는 

이러한 3가지 요소의 일종의 패키지는 비단 일산 자이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 맥락에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아파트단지의 관습적인 특성상, 다른 대다수 아파트단지에서도 

외부에 대한 관계 맺기의 거의 유일한 시도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 맺기 방식이 인접 단지와 지역에 대한 친근한 접근이 아닌 외부에 대한 

계급적 차별화 전략과 브랜드의 우월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배타적 성향을 띠게 될 때, 

클래식한 서구 유럽 고전 건축의 양식은 종종 차용되는 건축적 특성으로서 그 위압적

인 품격을 상징하고자 한다.  

일산 자이에서도 단지 게이트와 근린생활시설에서 서구 고전건축 양식을 모방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어떠한 브랜드보다도 세련되고 감각적인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강조

하며 현대적 미학을 선호했던 자이의 TV 광고 맥락과는 상충된다. 즉 사회적 계층화

를 강조하고자 했던 카탈로그의 과도한 소비주의 문구는 거주자의 품격과 특권의식의 

상징을 위해 실제 단지 구현에서는 과장된 진입부 조성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자이라

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현대적 미학과는 상반되지만 소비주의라는 더 상위 차

원의 이념에 부합한다면 충분히 절충가능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331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동과 별동으로 계획하여 개별 거주자의 프라이버시와 거주성의 균질한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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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부 한 곳에 집중배치

블록의 거대함으로

더욱 배타적인 내부 입지,

집중화로 인한 고급화 전략으로

자이만의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기능

절충적 브랜드 미학

자이의 현대적 미학의 표현과 동시에

진입부 단지 게이트의

클래식한 어휘 반복 적용,

(미학에 대한 절충적 입장)

카페/카페테리아 조성

심리적으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개방적,

일상적 이용으로 인한

활기 있는 도시적 라이프스타일

[표 4-32]  일산 자이 위시티의 부대복리시설 

일산 자이가 이처럼 단지 외부에 대해서는 진입부의 차별화된 상징성의 표현을 통해 

정체성의 표현을 시도했다면, 내부에서는 그들만의 커뮤니티 구성을 위해 차별화된 부

대복리시설을 배치한다. 커뮤니티 시설은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이 외부에 개방적인 것

과 달리 단지 내부에 위치하는데, 특히 일산 자이의 거대한 블록과 폐쇄적 진입부의 

특성상 더욱 내밀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듯 보인다.         

래미안 동천이 상대적으로 블록의 규모가 작고 커뮤니티 기능을 포함하는 통합 로비 

역시 일정부분 부대복리시설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블록 전체에 걸쳐 커뮤니티 시설이 

분산 배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일산 자이의 경우에는 대규모 블록에도 불구

하고 부대복리시설은 한 곳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블록의 면적

이 거대한 것에 상응하게 부대복리시설은 그 규모와 시설에 있어서 차별화되며, 단지

의 정체성을 내부적으로 상징하며 품격 있는 문화와 고급 커뮤니티를 강조한다.332   

비교적 다른 단지에 비해 거대한 부대복리시설은 그 규모와 디자인에 있어서 마치 단

332  자이의 TV 광고에서 자이 갤러리에서의 특별한 문화적 경험을 강조한 반면, 실제 단지에서
는 부대복리시설이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같은 운동시설을 중심으로 그 역할을 한정적으로 
대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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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외부의 문화공간이나 운동시설 등이 삽입된 느낌이며, 단지 내부 리셉션 룸에는 카

페나 카페테리아를 조성하여 심리적으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개방적이며 활기 있

는 도시적 라이프스타일을 단지 내에서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대복리시설 디자인에서도 블록에 따라 자이가 추구하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미

학을 표현함과 동시에 단지 게이트의 클래식한 어휘가 반복 적용되기도 하는 등 절충

적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TV 광고에서는 세련되고 현대적 미학을 표현한 시설의 이

미지만을 확산시키고 있었다.

    

② 주거동 및 단위세대 디자인

일산 자이의 주거동 배치 역시 남향과 인동간격 확보를 기반으로 한 판상형과 탑상형

의 혼합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별히 차별화된 주거동이나 배치기법을 도입하지는 

않는다. 다만 래미안 동천에서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TV 광고에서는 은폐하고자 하였

던 거대한 초고층 주거동의 군집된 경관은 분양 시점에서는 단지 주변을 지배하는 매

력적인 요소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림 4-7]  일산 자이 카탈로그 이미지 - 주거동 군집으로 인한 지배적 경관 형성 

‘30층 하늘에서 만나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카피에서와 같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

주자의 시점과 단지 주변을 지나가는 타자들에게 올려다보게 만드는 시점은 이러한 주

거동의 위압적인 스케일에서 즉물적인 효과를 도출한다. 이는 아파트단지의 단점을 현

실적인 소비주의 논리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전환시킨 예로, 주거동이 군집되면 될수

록 인근 지역에 대한 단지의 차별적 지위와 물리적 경관 지배력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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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3  

실제로도 일산 자이 위시티는 단지 명칭에 ‘시티’라는 용어가 적절할 만큼 거대한 

주거동의 군집으로 원거리에서부터 단지 주변 경관을 장악하며, 인근 지역에 조화되기 

보다는 특권적 위세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별도로 특화된 주거동을 제시하

지 않음과 동시에, 단위세대 역시 기존의 탑상형과 타워형 타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는다. 

따라서 TV 광고에서는 자신의 삶을 즐기는 독신여성의 자유롭고 트렌디한 라이프스타

일을 제시했던 반면, 실제 분양 단계에서는 보편적인 핵가족의 생활을 담아내는 데 집

중한다. 이는 ‘일산 자이 WI CITY의 거실이 아름다운 건 가족의 행복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일산 자이 WI CITY의 주방이 따사로운 건 주부가 기쁨을 요리하기 

때문입니다’ 등 카탈로그 인테리어 이미지와 함께 제시된 카피에서도 드러난다. 이처

럼 기본적으로 주거동과 단위세대는 사업성을 위해 기존의 관습적이고 안정적인 방식

을 택하며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은 채 차별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주거동의 입면에서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라는 아파트단지의 실체를 굳이 가

리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위용을 극대화하는 디자인을 택한다. 입면의 색상도 채

도가 낮은 회색 계열로 인간적인 친근함보다는 차분하면서도 다소 차갑게 표현함으로

써 자이의 세련됨을 차별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래미안 동천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층 기단부에서는 다소 짙은 색상을 사용하며 보

행자의 레벨을 고려한 분절된 입면 계획을 하지만, 대리석의 반사적인 질감과 회색 계

열의 색상은 주거동 전체가 기단부터 옥탑까지 동일한 느낌의 중성적이며 비인격적인 

분위기를 전달한다.     

기단부를 제외한 외벽면도 대부분 특별한 면분할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차이가 미미

하여 차가운 회색의 콘크리트 질감과 물성은 강조된다. 즉 균질하게 적층되고 반복되

는 주거동의 특성을 굳이 은폐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으며, 유리와 창호틀의 색상 역

시 같은 회색 계열로 일치시킴으로써 그 통일된 일관성은 아파트단지의 익명성을 극대

화한다. 다만 상층 옥탑부에 장식요소와 로고를 부가함으로써 개성 없는 주거동에 브

333  이를 통해 브랜드 아파트의 TV 광고는 주거의 이상적인 지향점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며, 
소비자 역시 어느 정도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며 비교적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가
능한 반면, 실제 분양광고와 단지 계획에서는 그 배타적 소비주의 성향이 현실적인 레벨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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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위용 극대화

특별한 면분할 없이

균일하게 적층되고 반복되는

주거동 특성 은폐하지 않음,

위압적 스케일과 익명성 추구

콘크리트 물성을 강조하는 색상

전체를 차가운 회색 계열의

색상으로 일치,

콘크리트의 질감과 물성 강조,

중성적이며 비인격적인 분위기

상층부 옥탑 디자인과 로고

상층부 옥탑의 장식요소와

로고를 통해

개성 없는 주거동에

브랜드 고유의 이미지 부여

[표 4-33]  일산 자이 위시티의 입면 계획

랜드 고유의 이미지와 차별화된 세련됨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③ 조경계획

자이가 TV 광고에서 내세우는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과 품격있는 문화는 

조경계획에서 가장 잘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자이의 세련되고 현대적인 미학과 

결부되어 단지 곳곳에서 구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경시설물과 조형물은 주변 지형이

나 맥락과 일체화되거나 인간적인 스케일에서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마치 

조각의 오브제와도 같이 삽입되어 있어 체험과 사용의 차원보다 예술작품으로서의 감

상의 목적이 강조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특히 자이가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은 상류층의 여유롭고 풍족한 라이프스타일이자 서

구의 현대적 감각에 대한 동경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양식에 대한 지향은 선베드, 

파라솔 등과 같이 조경 퍼니쳐에서 리조트나 휴양지 같은 분위기를 강조하며 호화로운 

여가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으로 조성된 외부공간들은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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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감각의 조경 시설물

첨단의 미학을 상징하는

특화된 조경시설물의 삽입,

조경과 어우러지는

엘리트 전문가의 형태 미학 강조

휴양지를 상징하는 조경 퍼니처

상류층의 여유롭고

풍족한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는

휴양지 분위기 조성,

여가와 레저 강조

원색의 어린이놀이터 / 조형물

영화적 편집효과처럼

흑백의 콘크리트 단지에서

원색 컬러의 시각적 대조가 부각,

재치 있고 친근한 표현

[표 4-34]  일산 자이 위시티 외부공간 - 여가 중심의 라이프스타일과 현대적 미학의 구현

의 배경으로 기능하는 회색빛 콘크리트 주거동과는 묘한 이질감을 불러일으키며, 그 

환상적 공간의 오브제적 성격을 강조한다.        

또한 보행자의 레벨에서 느껴지는 동선공간의 스케일이 거대하고, 경계석 등을 활용하

여 조경공간과 확연히 분리되어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조경과 동선공간의 이분법적 단

절이 강조되고 있었다. 나아가 바닥면과 회색톤의 주거동 그리고 대부분의 날씨에서 

역시 비슷한 톤의 하늘로 인해 보행 레벨에서도 안정감 있는 접지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가공된 공간 속에 부유하는 공간감을 제공한다. 또한 일부 기계적으로 가공된 화강

석의 질감과 거대한 스케일의 조형물은 시각적 차원에서만 고려되었을 뿐, 주거공간에

서의 인간적 스케일과 친근함의 감각은 더욱 축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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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일산 자이 보행자 레벨에서의 보도와 조형물의 스케일 

이처럼 회색빛 콘크리트의 숲 속에서 어린이 놀이터와 일부 화려한 예술적 조형물의 

도입은 마치 흑백영화에서 부분적으로 칼라를 도입한 편집효과처럼 시각적 대조를 이

룬다. 특히 일부 원색의 조형물들은 난해한 예술적 표현이 아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치 있고 친근한 표현으로 단지 전체에 일정부분 활력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일산 자이의 외부공간을 뉴욕의‘센트럴 파크’와 비교하는 TV 광고에서

처럼, 콘크리트 주거동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자연의 본 모습을 최대

한 모방하여 삽입하려는 욕망 또한 발견된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안에 인공적으로 조

성된 자연이 원시 자연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요소간의 충돌과 갈등이 증폭되

며 그 이질적이고 대조적인 특성은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그림 4-9]  래미안 동천 실제 사진(좌)과 e편한세상 광고 <어린이집> 편의 이미지 컷(우)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비단 일산 자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단지에서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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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본연의 속성에 대한 욕망

인공폭포, 호수, 계류 등을 조성,

인공적으로 조성된 자연임에도

원시 자연을 닮아가려는

욕망의 반영

이질적 요소들의 삽입

원시 자연과 관계된

이질적 요소들의 삽입,

다양한 꿈과 욕망이 집적된

가상의 환상 공간의 구체화

요소들의 대조와 충돌 극대화

콘크리트 주거동과의

대조적 경관 뿐 아니라,

현대적 미학의 공간들과도 상층,

오히려 키치적 성향의 극대화

[표 4-35]  일산 자이 위시티의 낭만적 조경 - 자연 본연의 속성에 대한 욕망

복되어 나타나는 특성으로, 기존 아파트단지의 생산방식은 유지하면서 수요자의 욕망

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이중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량생산된 콘크리트 아파트단지와 원시 자연의 속성이 병치되어 나타나면, 자연이 본

연의 속성을 닮아갈수록 아파트단지라는 현실적 실체는 더욱 노골적으로 부각된다. 

 

즉 원시 자연에 대한 욕망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 인공 폭포와 호수, 계류 등을 조성하

면서 나아가 이처럼 인공적으로 가공된 정원을 만끽하기 위한 한옥의 정자까지도 삽입

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비단 콘크리트 주거동과의 대조적 경관만 형성하

는 것이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첨단 갤러리와 견줄만한 현대적 미학의 공간들과도 

상충되면서 이질적 요소들의 절충과 대조 그리고 충돌이 극대화된다.334   

334  즉 이러한 계획기법은 한 단지 안에 한옥의 정자, 자유의 여신상, 돌고래 조각 그리고 세련
된 선베드의 공존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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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S 자이의 주거 상품화

일산 자이 역시 래미안 동천 이스트팰리스와 마찬가지로 사업성을 위한 고층고밀화와 

반복적 획일화를 유지하면서 수요자의 욕망을 반영하고자 다양한 계획기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래미안 동천에서는 일상적 삶의 가치들을 아우르고 콘크리트 단지라는 

실체를 최대한 인간적인 환경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면, 일산 자이의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의 실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이를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

엄을 구체화하며 주변 단지에 배타적이고도 압도적인 위용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수요자의 실제적 욕망을 조경공간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차별화 전략

은 요소들을 단편적으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이미지 편집 방식을 계획 및 

설계 기법에 도입한 듯, 경험과 사용의 레벨에서 바라보면 곳곳에서 충돌과 이질적 특

성이 드러나며 키치적 성향이 극대화된다. 이는 ‘모두가 꿈꾸는 그 곳’이라는 TV 

광고의 헤드라인처럼, 요소 간의 관계보다는 하나의 단지 안에 모든 이들의 꿈을 담아

내고자 하는 욕망에 기인한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계획은 TV 광고에서 정제된 수준 높은 취향으로 그 보편적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시켰던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도 

TV 광고에서는 독신 여성의 삶과 같은 자유롭고 트렌디한 생활양식을 선호한 반면, 

실제 아파트단지 계획은 보편적인 핵가족을 상정한 관습적인 계획방식을 유지하고 있

다. 이는 TV 광고에서의 이미지보다 실체의 계획에서는 무난하고 안정적인 상품성을 

우선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아파트 광고의 이미지는 실제 단지와는 아무런 관련 없

는 허구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방편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결국 아파트단지는 수요자의 환상을 부분적으로 담아놓은 단편적 이미지들의 

집적이 되며, 그 이상적인 욕망은 강해지고 따라서 실체와의 혹은 실체간의 대조와 충

돌이 격해질수록 스스로 자기 기만을 통해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아야만 향유가 

가능해진다. 아니면 그러한 꿈은 단지 환상일 뿐이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이는 

래미안 동천의 경우처럼 결국 수요자의 욕망을 극대화시킬수록 자기 부정에 이르는 결

과로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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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급]

근대적
대량생산
주거유형

주거생산방식
/ 주거공간특성

은폐

[소비/수요]

사회적
계층화에
기반한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

이미지
반영한

랜드마크
단지 조성

배타적구획은
강조

TV 광고 메시지 분석

‘전용’의 강조

- 전용 도시, 전용 공원,
전용 하늘 등
차별화된 공간의
배타적 소유를 강조

주요 일상생활 공간 제외

실제 단지와 관계없는 공간

- 자이 갤러리, 
부띠끄 모나코 등
실제 아파트와
무관한 공간 등장

- 조경, 부대시설 등
강조

- 주요 일상생활
공간은 제외

배타적 속성
활용

미학적 취향의 강조

- 세련된 취향 전제,
심미적 디자인

- 실제적 체험보다
감상 시점의 강조

스타 여배우 등장

- 스타 여배우는
익명의 소비주체와
명품의 품격을
상징하는 아이콘

독신여성의삶/ 커뮤니티강조
- 자유롭고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 선호
-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동질성
전제한 커뮤니티

서구적/상류계급의 문화

- 서구적, 상류층의
문화 추구
(오케스트라 음악회,
이탈리안
쿠킹 클래스 등)

조경 및 부대복리시설 특화로 보완

단지 배치 및
커뮤니티 계획

아파트단지 계획 분석

주거동 및
단위세대 계획

조경계획

• 판상형과
탑상형 혼합,

남향과 인동간격
고려한

관습적 배치
(사업성 위한
밀도 확보,

대량 판매를 위한
균등한 배치조건)

• 고층고밀의
주거동

(접지성 결여,
주거동의

익명성 유지)

• 핵가족 기반의
단위세대
(무난한

상품성 확보)

기존 아파트단지 배치 공식
근본적 유지

세계적엘리트
전문가영입(조경)

- 건축보다
조경의 강조
및 특화

상품성 우선, 단편적/이질적 요소의 집적

- 다양한 수요자 욕망 반영하고자
조경에서 맥락 결여된 다양한 요소들 삽입,
광고의 정제된 미학보다 키치적 성향 극대화

- 독신 여성의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보다
핵가족에 기반한 단위세대로만 구성

• 부대복리시설
집중배치

(내부 커뮤니티,
거대화와 고급화)

• 어린이놀이터 /
친근한 조형물
(이벤트/활력)

• 휴양지 상징하는
조경 퍼니쳐

(선베드, 파라솔 등
여유로운 고급 여가
라이프스타일 반영)

• 원시 자연
본연의

속성에 대한 욕망
(인공폭포, 호수,
계류 등 조성)

• 이질적 요소들의
삽입

(자유의 여신상,
한옥의 정자 등

가상의 환상공간)

• 콘크리트 물성과
균질한

반복 적층 강조
(차갑고

중성적인 분위기,
거대한 위용 극대화)

주거생산방식
/ 주거공간특성
보완 및 은폐

(규모와 경계는 강조)

• 진입부
경계의 강조

[표 4-36]  GS 자이의 주거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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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지속성
/ 빈도

실체
(사용가치

/경험)

이미지
(교환가치

/기호)

감성적 이성적

“캐슬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
‘이 세상 가장 높은 꿈은

캐슬입니다’
“마이 캐슬 라이프” /

‘평범한 하루도 특별해진다면
그곳은 캐슬입니다

“행복은 캐슬로부터” /
‘우리 집이 제일 좋다’

브랜드 프리미엄

가족/공동체

사회적 신분, 지위
전통과 명예
이상향, 낙원

호화로움, 화려함
고풍스러움, 중후함

계급적 서열화

자산가치
투자가치

캐슬리언

부, 고급
상류층
행복

폐쇄적
배타적

• 신발장 빌트인 의자
• 북카페
• 스마트 트리
• 미디어 폴

[표 4-37]  롯데 캐슬 TV 광고의 브랜드 차별화 전략

4.2.1.3 롯데 캐슬의 광고 및 아파트단지 계획 분석

롯데 캐슬 역시 삼성의 래미안이나 GS 자이와 마찬가지로 재별 계열사인 건설업체의 

속성상 사회적 계층화를 전제로 한 자부심과 고품격 이미지로 승부한다. 그러나 삼성

이나 GS에 비해 다소 약한 위상을 만회하려는 듯 더욱 직설적으로 이를 이미지화한

다.335  또한 다른 재별 계열사인 삼성이나 GS에 비해 광고 등에서 모기업과의 관계

를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Love, Life, Liberty’라는 롯데의 정신을 

브랜드에 담으려 하며 롯데 기업이 추구하는 가족사랑과 이웃사랑을 내세운다. 

롯데 캐슬의 로고 역시 재벌 기업의 브랜드에 걸맞게 고품격을 상징하는 날개를 활짝 

편 독수리를 전통과 명예의 상징인 방패 형태에 결합시키며, 마치 유럽의 성이나 귀족

의 문장을 떠올리게 한다. 고급스러운 버건디(burgundy) 색 방패 위의 금색 독수리는 

색상의 조합만으로도 고전적이면서도 중후한 품격을 드러내는데, 롯데 캐슬이라는 네

이밍 역시 그러한 이미지를 구체화함으로써 무엇보다 ‘전통있는 자부심’과 ‘명예

로운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롯데 캐슬 역시 재별 계열사인 기업 이미지를 반영하듯 사회적 계층화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2007-2008년도에는 촬영 자체도 

해외 로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질 만큼 이미지 광고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최근 허위과

335  롯데의 경우 건설업체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다기 
보다는, 초기 시행사의 분양 전략을 채택하여 유지해 온 바 있다. 롯데건설 직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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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년도

/ 제목
모델 슬로건 헤드라인

바디카피

(voice-over)
비고

2007

/

(1)

열기구

장진영

캐슬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 가장 

높은 꿈은 

캐슬입니다

 이 세상 가장 높은 꿈은 캐슬입니다.

 캐슬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롯데 캐슬.

해외촬영

(프랑스 

비콩트 성)

2007

/

(2)

숨바꼭질

장진영

캐슬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캐슬엔 언제나 

놀라움이 

숨어있습니다

 캐슬엔 언제나 

 놀라움이 숨어있습니다.

 캐슬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롯데 캐슬.

해외촬영

(프랑스 

비콩트 성)

2008

/

(3)

강아지

전지현

당신을 

말해줍니다

롯데 캐슬

당신의 손길이 

미소가 당신을 

말해줍니다

 당신의 손길이 미소가 

 당신을 말해줍니다. 

 롯데 캐슬.

해외촬영

(프랑스

썅트리 성)

2008

/

(4)

꽃길

전지현

당신을 

말해줍니다

롯데 캐슬

당신이 

좋아하는 꽃이 

향기가

 당신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꽃이 향기가

 당신을 말해줍니다. 

 롯데 캐슬.

해외촬영

(프랑스

썅트리 성)

2008 전지현 당신을 당신의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해외촬영

[표 4-38]  롯데 캐슬 광고 메시지의 크리에이티브 표현요소 

장의 이미지 광고보다는 실체를 중시하는 흐름이 대두되면서, 롯데 캐슬 역시 실제 단

지 내에서 촬영되는 가족의 행복 이미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롯데 캐슬의 광고에서 실제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드물며,  

또한 2012년도의 광고에서는 에피소드 중간에 신발장 빌트인 의자, 단지 내 북카페, 

스마트 트리, 미디어 폴 등을 소개하는 구성을 취하긴 하지만, 이러한 실체의 소개 방

식은 광고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도중에 해당 소재를 단편적으로 나열하는 것에 가깝

다. 

(1) 롯데 캐슬의 TV 광고 메시지 분석

롯데 캐슬 TV 광고는 200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홍보하는 광

고를 기준으로 총 10편이 방영되었다. 각 광고를 크리에이티브 표현요소에 따라 분류

하면 다음과 같다.336   

336  [표 4-38]은 롯데 캐슬 공식 홈페이지 http://www.lotteapt.net 를 중심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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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술

말해줍니다

롯데 캐슬

 가장 아름다운 

성입니다

 더 값진 예술은 없다’[빈센트 반 고흐] 

 당신의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성입니다.

 당신을 말해줍니다. 롯데 캐슬.

(프랑스

썅트리 성)

2009

/

(6)

동상

궁선영

언제나 

변치 않는 

가치

당신의 마음이 

최고의 

예술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더 아릅답게 합니다.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로뎅]

 당신의 마음이 최고의 예술입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가치. 롯데 캐슬.

2010

/

(7)

캐슬의

가치

궁선영
마이 캐슬

라이프

평범한 하루도 

특별해진다면

 그곳은 

캐슬입니다

 숲이 만드는 왈츠

 물이 만드는 오케스트라

 캐슬이 만드는 풍경화

 평범한 하루도 특별해진다면

 그곳은 롯데 캐슬입니다. 

 마이 캐슬 라이프. 롯데 캐슬.

동탄, 평창,

신동백

롯데 캐슬

단지

이미지

2011

/

(8)

행복은

캐슬로부

터

1편

일반

모델

행복은

캐슬로부터

‘우리집이 

최고야’

라는건 꼭 

그래서만일까? 

 ‘우리공주님 - 아빠 빨리오세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나를 기다리는 아내와 딸,

 ‘우리집이 최고야’라는건 

 꼭 그래서만일까? 

 행복은 캐슬로부터. 롯데 캐슬

강동

롯데 캐슬

퍼스트

2012

/

(9)

행복은

캐슬로부

터

2편

(남편 편)

일반

모델

행복은

캐슬로부터

‘우리 집이 

제일 좋다’

 (아내) “아니, 양말 빨래통에 넣는게        

그렇게 어려워?” 

 (남편) “그만하자 아침부터”

 (아내) “내가 당신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이야?”

 - 신발장 빌트인 의자

 (남편) ‘남자는 유치하다. 

 아내와 다툰 뒤에 남자는 더 그렇다. 

 남자 체면에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말을 걸면 지는거다라고 하면서도‘

 “여보,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지고 말았다.’

 행복은 캐슬로부터. 

 - 미디어 폴

 (남편) “우리 집이 제일 좋다”, 롯데 캐슬.  

강동 

롯데 캐슬 

퍼스트

2012

(10)

/

행복은

캐슬로부

터

2편

(아내 편)

일반

모델

행복은

캐슬로부터

‘우리 집이 

최고지?’

 (아내) “왜 양말을 빨래통에 안넣어?”

 (남편) “그만하자 아침부터”

 (아내) “내가 당신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이야?”

 - 단지 내 북까페

 ‘여자는 불리하다.

 남편과 다툰 뒤에 여자는 더 그렇다.

 “쫄쫄 굶든 말든 신경 안 써”라고

 하면서도‘

강동 

롯데 캐슬 

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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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트리 

 ‘결국 그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고 있는 나‘

 (남편) “여보, 다녀왔습니다”

 행복은 캐슬로부터. 

 - 미디어 폴

 (아내) “우리 집이 최고지?”, 롯데 캐슬.

※ ‘-’는 주요 자막 표시임

롯데 캐슬은 ‘캐슬이 당신을 말해줍니다’라는 슬로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브

랜드 이미지 프리미엄을 추구하나, 다른 어떤 브랜드보다도 더욱 노골적으로 귀족주의

를 표방해왔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촬영 자체도 해외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광

고 속에서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아름다운 유럽의 풍광과 어우러진 호화로운 성으로 대

체된다. 서구적인 이미지 중에서도 현대적인 것에 대한 환상보다는 고풍스럽고 중후한 

이미지를 선호하는데, 이는 근대화 이전 봉건시대의 신분제도라는 계급적 위계를 그 

전제로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007년의 <열기구> 편에서는 스타 여배우가 열기구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 본 유럽

의 성의 전경과 그 정원의 모습만을 담았으며, 롯데 캐슬이라는 실체는 여배우가 탄 

열기구에 새겨진 로고로서만 드러날 뿐이다. 이는 마치 캐슬이라는 아파트단지가 유럽

의 성이나 정원과 그 품격이나 속성 면에서 동일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로고가 새겨

진 열기구는 높이 떠오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올려다보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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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3                               0:05                               0:07

헤드라인

이미지 컷

바디카피
(voice-over)

0:09                                0:10                               0:12                               0:13

바디카피
(voice-over)

0:15                                0:16                               0:18                               0:20

바디카피
(voice-over)

이미지 컷

이미지 컷

0:22                                0:25                               0:27                               0:29

바디카피
(voice-over)

언제나 놀라움이 숨어있습니다 캐슬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롯데 캐슬

이미지 컷

캐슬엔 언제나 놀라움이 숨어있습니다

캐슬엔

[표 4-39]  롯데 캐슬 TV 광고 - <숨바꼭질> 편 (2007)    

<숨바꼭질> 편도 유사한 내용으로 촬영은 유럽의 성 내부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아

파트에는 부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상반되는 공간적 스케일과 장대함을 통해 

실체를 왜곡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선은 더욱 비현

실적인 각도로 조작된다.337  

337  유럽의 어느 성주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여배우인 주인공은 레이스가 달린 붉은색 드레스의 
치맛자락을 살짝 든 채 미소를 띠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뛰어온다(0:01, 0:03). 화려
한 조각 장식과 중후한 몰딩, 풍성한 꽃장식과 고급스러운 샹들리에는 이곳이 화려한 성의 내부임
을 보여준다. 이어서 성의 높은 천장과 웅장한 방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비현실적인 각도로 주인공
의 모습을 조감한다(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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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속에서 설정된 의상과 인테리어 및 사건 등도 역시 철저하게 현실과는 괴리가 있

다. 이와 더불어 주인공을 향한 시선은 아래에서 앙각으로 올려다보며 우월하게 보이

도록 조장하고, 여배우는 세상을 내려다보는 시선을 취한다. 반면 광고는 이러한 허위

과장의 이미지 광고로 인한 충돌을 중재하려는 듯, 그 안에서의 삶을 마치 동화와도 

같이 미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촬영장소 자체도 해외일 뿐만 아니라 주인공인 스타 여배우를 제외하고는 출연

진들도 모두 유럽의 서양인들이어서 상당히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기지만, 그러한 부조

화는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 듯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등

장하는 외국인들 역시 장식이 호화로운 고전의상을 입고 있어 모두 신분사회 시절의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높은 지위임을 드러낸다. 이는 현시대의 스타도 넘볼 수 없는 

최상류 계급의 표상이다.   

이처럼 아파트라는 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확연히 거짓인 이국의 성이라는 세트장에서,  

금색 몰딩과 조각 장식, 거대한 수직 창들과 거울, 방의 규모에 비해 오히려 왜소해 보이는 붉은 
벨벳 소파 등은 이 공간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상류층의 장소인지를 드러낸다. 이러한 스케일과 구
성의 건축이 좀처럼 아파트와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공간 이미
지들은 아파트에 없는 공간감을 대입시키며 현실을 가린다. 

광고 속에서 지금 여주인공은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는 중인데, 여주인공이 다가오자 화려한 커
튼 뒤에 숨어있던 아이들은 다시 개구쟁이들처럼 뛰쳐나와 도망치기 시작하고(0:09), 순수한 마음
을 간직한 주인공은 아이들과 같이 천진난만하게 화려한 방과 고급 카펫이 깔린 복도를 누빈다
(0:10, 0:12). 아이들을 놓쳐버린 여주인공은 세심하게 장식된 웅장한 스케일의 계단을 오르며 다
시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여기서도 계단의 스케일과 공간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CCTV에서 가능
할 법한 상부 모서리에서 전체를 조감하는 각도를 취한다(0:15).

그렇게 아이들과 화려한 성안을 누비던 중에 주인공은 마찬가지로 금빛의 화려한 몰딩으로 장식
된 또 다른 방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문을 살며시 열어본다(0:20). 여기서는 카메라 각도가 아래쪽
에서 앙각으로 올려다보며 문의 스케일과 위엄을 강조한다. 역시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으로 
고풍스럽게 인테리어된 방 안에는 넓은 테이블에 주인공과 같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귀족계급
으로 짐작되는 여인들이 하인의 시중을 받으며 식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테이블 밑에서는 여주인
공을 피해  숨어있던 역시 잘 차려 입은 꼬마아이들이 뛰쳐나온다(0:22). 그리고 ‘캐슬엔 언제나 
놀라움이 숨어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흐른다. 

그리고 전편에서 소개되었던 롯데 캐슬의 로고가 그려진 열기구가 성의 전경 위로 떠오르며 상류
층의 품격을 은유한다. 그리고 주인공은 정원을 향해 열린 거대한 수직 창의 난간 앞에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자태로 서 있고, 시선은 다시 앙각으로 주인공을 올려다보며 이곳에 사는 그녀가 한 
층 우월하게 보이도록 설정한다(0:27). 그리고 그녀는 매우 고혹적이고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창 너머 아래를 내려다본다(0:29). 그리고 이와 동시에 ‘캐슬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롯데 캐슬’
이라는 슬로건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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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를 입고 귀족 아이들과 숨바꼭질 한다는 환상은 대한민국 아파트라는 현실을 가

리고 이 광고에서 진정한 일상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이 사라지며 철저하게 조작된

다. 그리고 전달되는 메시지는 오직 최상류층 브랜드라는 이미지이며, 그 곳에서 삶은 

여유롭고 환상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비현실적 초대이다. 실제 아파트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미지들의 연합을 통하여, 롯데 캐슬은 산업사회의 유산인 아파트를 유

럽의 성과 등치시키는 상당히 인위적이고 과장된 광고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롯데는 이후로도 상류층이라는 계급적 특권의식과 더불어 배려, 사랑, 여유 등과 같은 

주제를 중첩시키며,338  롯데라는 기업의 전략인 따뜻한 마음과 가족 간의 사랑 등을 

지속적인 주제로 끌고 나간다. 특히 래미안이나 자이 혹은 e편한세상의 광고가 엔딩부

분에서 브랜드 네임만을 언급하는 데 반하여, 롯데 캐슬의 경우 대부분의 광고에서 롯

데건설을 동시에 부각시키며 재벌 계열사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브랜드의 공식 

명칭 역시 ‘롯데 캐슬’로 기업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스타마케팅은 2010년까지 지속되지만 2009년 이후에는 촬영 장소로 더 이

상 해외의 성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2009년도의 <동상> 편에서는 유럽의 성을 노골적

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러한 이국적 동상들과 유럽식 정원을 통해 서구의 

귀족적 가치관이 계승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캐슬의 가치> 편에서는 실

제 롯데 캐슬 단지의 이미지들을 담아내고자 하였다.339       

338  <숨바꼭질> 편뿐만 아니라 이후 <강아지>, <꽃길>, <예술> 편에서도 유럽의 성이라는 신분적, 
공간적 화려함에 순수함, 손길, 미소, 향기, 예술, 사랑 등 내적이고 진정한 가치들을 결합시키고자 
한다.  

339  첫 장면은 롯데 캐슬 단지의 화려하고 고전적인 진입 게이트를 보여준다. 통상적으로 롯데 
캐슬 단지에 적용되는 실제 모습과 유사하나,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라 수채화 느낌의 일러스트를 
통해 더욱 환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0:01). 그리고 화면은 롯데 캐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이트에 점점 가까워지며 그 안의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는 형식을 취한다(0:03, 0:04).

그렇게 롯데 캐슬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동탄, 평창, 신동백 등 실제 롯데 캐슬 단지에 대한 전반
적인 조감도나 투시도가 차례차례 나타난다(0:07, 0:10, 0:20). 그리고 그 사이 사이에 일러스트
와 실사가 CG로 합성되며 숲길, 분수, 냇가 등에서 가족과 이웃이 즐기는 모습이 몽환적으로 묘
사된다(0:10, 0:15, 0:17, 0:20, 0:21, 0:23). 그리고 ‘평범한 하루도 특별해진다면 그곳은 캐
슬입니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캐슬에서의 실제 삶이 얼마나 특별하고 환상적인가에 대해 이야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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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3                               0:04                               0:07

헤드라인

이미지 컷

바디카피
(voice-over)

0:10                               0:13                               0:15                               0:17

바디카피
(voice-over)

0:20                               0:21                               0:23                               0:25

바디카피
(voice-over)

이미지 컷

이미지 컷

0:27                               0:28                               0:30

바디카피
(voice-over)

마이 캐슬 라이프 롯데 캐슬

이미지 컷

평범한 하루도 특별해진다면 그곳은 캐슬입니다

캐슬이 만드는 풍경화 평범한 하루도 특별해진다면 그곳은 캐슬입니다

숲이 만드는 왈츠 물이 만드는 오케스트라

[표 4-40]  롯데 캐슬 TV 광고 - <캐슬의 가치> 편 (2010)    

  

이 광고에서는 고급 턱시도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참석하는 상류층 신사 숙

녀의 모습을 통한 고품격 귀족주의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상류층 사람들이 거주

하는 곳이 롯데 캐슬이라는 품격에 대한 강조보다는, 이제 스타 여주인공도 평범한 옷

차림으로 입주민 중 한 사람에 불과해진다. 그러나 그 속에서의 삶은 현실과는 달리 

동화 속만큼이나 행복하고 특별하다는 또 다른 이상을 심어주고자 한다. 

이 광고는 유럽의 성들에서 촬영된 전편 광고들이 추구했던 공간적 그리고 상징적 내

용들을 실제 단지에 이입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충돌과 갈등들을 조율하고자 하는 전

이적 형식으로 보인다. 즉 롯데 캐슬 단지의 실제 이미지들을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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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삶의 공간이기보다 동화 속 미화된 낙원으로의 초대에 가깝다. 실제 단지들의 

이미지도 조감도나 투시도 등의 일러스트 원경으로 아련하게 표현될 뿐이다. 즉 판매

하는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바로 특별하고 동화같은 삶이라는 이미지이며, ‘마이 캐

슬 라이프’라는 슬로건이 제시하는 삶도 현실적인 의미보다 이상향에 가깝다.

반면 2011년 이후의 롯데 캐슬 광고는 더욱 현실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제 일

러스트가 아닌 실제 캐슬 단지를 배경으로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 역시 막연한 것이 아닌 실제적인 일상의 상황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포착

하고자 하였다. 

2011년도의 <행복은 캐슬로부터 1> 편에서는 딸을 위한 선물을 사가지고 집으로 귀

가하는 가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된다.340  이는 가족의 행복이라는 이미지에 대

한 상징이기는 하지만 래미안의 가족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즉 표준적인 중산층 핵가

족의 행복을 통해 브랜드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보다는, 아내와 딸이

라는 가족이 행복의 한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며 반드시 롯데 캐

슬이라는 품격있는 아파트가 그 행복의 전제조건이자 필수조건이라는 메시지를 우회적

으로 전달한다.    

340  <행복은 캐슬로부터 1> 편은 퇴근길 승용차 안에서 딸의 문자를 받는 아빠의 장면에서 시
작한다(0:01, 0:02). 딸의 이름이 ‘우리 공주님’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단란한 가정의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다. 딸의 문자를 받고 미소를 짓는 아빠의 모습과 옆 좌석에 놓여있는 예쁘
게 포장된 발레슈즈 선물은 경제력을 갖춘 자상한 남편 상을 상징한다(0:03, 0:04).

그리고 전편인 <캐슬의 가치>에서 등장했던 단지의 진입 게이트가 실제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 안
으로 차를 타고 들어서면서 이제 롯데 캐슬 단지 내부로 들어간다는 점을 시사한다(0:05). 단지 
내부로 들어서면 주인공이 타고 있는 차 너머로 주거동 옥탑 조형요소와 롯데 캐슬을 상징하는 
독수리 문장의 로고가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는 크고 화려한 관상용 
소나무가 군집을 이루며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0:06). 여기서도 역시 앙각 촬영을 통해 그 과시적 
성향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나를 기다리는 아내와 딸이 있지만,‘‘우리 집이 최고야’라는 건 꼭 그래서 만일
까?’라는 물음을 던진다. 그리고 래미안의 ‘집으로 간다’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주거동 상층부
에 새겨진 로고와 경관조명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0:11). 

그리고 아빠가 사 온 발레슈즈를 신고 춤을 추는 딸과 이를 지켜보며 박수치는 행복한 부부의 모
습이 스치며(0:12), ‘행복은 캐슬로부터, 롯데 캐슬’이라는 슬로건이 흐른다. 내부공간은 탁 트
인 야경이 보이는 창을 배경으로 가족이 모여 있는 상황을 모호하게 스쳐갈 뿐이며,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을 연출하는 장면 역시 클로즈업된 한 장면으로 처리될 뿐이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 역
시 진입 게이트에 새겨진 롯데 캐슬 로고와 그 너머로 보이는 웅장한 주거동을 올려다보는 장면
은 다시 반복된다(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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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2                               0:03                               0:04

헤드라인

이미지 컷

바디카피
(voice-over)

0:05                                0:06                               0:07                               0:09

바디카피
(voice-over)

0:11                                0:12                               0:14

바디카피
(voice-over)

이미지 컷

이미지 컷

행복은 캐슬로부터

‘우리 공주님
– 아빠 빨리 오세요’

나를 기다리는 아내와 딸

‘우리 집이 최고야’라는 건 꼭 그래서 만일까?

행복은 캐슬로부터 롯데 캐슬

[표 4-41]  롯데 캐슬 TV 광고 - <행복은 캐슬로부터 1> 편 (2011)    

비슷한 주제가 <행복은 캐슬로부터 2> 편에서도 이어지지만, 스토리텔링은 더욱 정교

해져 비교적 공감이 가능한 신혼부부의 소소한 다툼과 화해의 일상을 아기자기하게 다

룬다. 또한 동일 에피소드를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해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듯한 이야기 구성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롯데 캐슬 로고이며, 단지 게이트와 야간의 웅장한 주거동 및 관상용 소나무 등

은 브랜드 전체의 품격을 상징한다. 

또한 여기서도 래미안 광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반복 적층되는 콘크리트 주거

동의 이미지는 약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관조명으로 인해 화사해지는 저녁이 단지

를 보여주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대로 설정된다. 즉 남편의 퇴근길과 퇴근 이후의 남편

과의 산책이라는 상황 설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단지 경관은 어둠 속에서 화려하게 빛

나는 위용과 더불어 삶을 위한 낭만적 공간 이미지를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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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2007-2008년도의 유럽의 성에서 성주 같은 주인공이 등장하

던 광고와 비교할 때에는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래미안 광고에

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실제 삶과는 관계없이 행복한 삶이라고 설정된 이미지를 판

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래미안의 경우 가족의 따뜻하고 행복

한 삶이 가장 중요하며 아파트는 이를 위한 배경으로서의 의미가 좀 더 강한 반면, 롯

데 캐슬의 경우에는 “‘우리 집이 최고야’ 라는 건 꼭 그래서 만일까?”341 라는 

물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의 행복만이 전부는 아니며 자부심을 느낄 만한 아파트 

단지 환경이 행복의 또 다른 변수임을 지적한다. 

즉 롯데 캐슬 광고에서 가족을 포함하는 모든 공동체는 캐슬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경

계 내부에서 진정한 의미를 획득한다. 특별히 자이처럼 커뮤니티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숨바꼭질> 편에서 화면에 비치는 사람들이 모두 성주와 성주에게 초대받은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듯이 계급적 동질성에 기반한 공동체의 네트워크는 여전

히 중요한 화두이다. 다만 롯데 캐슬에서는 이러한 계급적 동질성을 세습적 신분 대신 

단지 게이트 내부에서 거주하는 권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롯데 캐슬이 입주민을 일컫는‘캐슬리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이를 파악할 수 있

는데, 캐슬에 존재하는 공동체는 그러한 물리적 단지 내에서 얻어지는 권리이자 그러

한 권리로 인해 부여받는 상징적 커뮤니티로서의 기능까지 추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 캐슬은 최대한 유럽의 성과 같이 고전적이며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웅장한 성

을 공간적으로 재현하기를 욕망하며, 이상적 귀족사회는 단순한 선망을 넘어서는 동경

을 추구한다.  

   

341   <행복은 캐슬로부터 1> 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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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3동 

414-2 

대지면적 66, 998.1㎡

규모 총 1개 블록 40개동 (24-34층)  

공급세대 총 3,226세대

단위세대 

주택형

87.41 - 198.50

(공급면적 기준)

입주 시기 2008년 

[표 4-42]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의 단지 개요 및 단지 배치도

(2) 아파트단지 계획 분석 :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는 3,200여 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2008년도에 입주가 이루어졌

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현재까지도 TV 광고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상징하는 랜드마

크 단지로 다루어지고 있다. 롯데 캐슬이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라는 특정 단지를 통해 

확산시키고자 하는 이미지는 그 차별적 외관과 조경의 위용이며, 이러한 외적이고 가

시적이며 배타적인 속성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한 프리미엄 형성에 기여하고

자 한다.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의 분양 카탈로그 역시 철저한 사회적 계층화를 기반으로 롯데 

캐슬의 TV 광고 이미지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유럽의 호화로운 성에 대한 광고

속 욕망은 실제 단지 분양 광고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투시도를 성의 정원 이미지와 합

성시킴으로써 극복하고 있다. 즉 유럽의 성이나 국내의 아파트단지나 동일하다는 논리

는 분양 카탈로그에서도 반복되며, 중후한 남자 스타연예인은 이러한 계급적 지위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기능한다.     



219

[그림 4-10]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카탈로그 이미지 

카탈로그의 마지막 카피도 “롯데 캐슬에 산다고 말씀하십시오. 귀하를 말해주는 이름

이 됩니다! -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에만 허락하는 이름, 롯데캐슬. 누구나 살고 싶

어 하지만 아무나 살 수 없기에 더욱 특별한 롯데 캐슬에서 명예로운 城主로 살아가십

시오!”로서, 역시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에 대한 강조로 마무리된다. 

① 단지 배치 및 커뮤니티 계획

래미안 동천 이스트팰리스 그리고 일산 자이 위시티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지 전체 배치

는 대량 판매를 위한 균등한 배치조건 확보를 위해, 남향과 인동간격을 고려하며 판상

형과 탑상형을 혼합 배치하는 기존의 관습적인 배치 공식을 유지하고 있다. 사업성을 

위한 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최고 34층에 달하는 고층고밀로 구성되어 있으며, 3,200

여 세대가 한 블록 안에 구성되면서 상당히 거대한 단지 규모와 그로 인한 고급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한 장벽 같은 주거동의 배치는 지양하며 주어진 한계 내에

서 최대한 다양한 공간감과 개방감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롯데 캐슬은 광고에서 단지 게이트의 위용을 과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로

써, 진입부 단지 게이트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관상용 소나무의 군집 그리고 우측에는 

별동의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를 통해 대규모 배타적 단지의 외부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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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부 단지 게이트

캐슬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가시적으로 구체화하는 요소,

‘캐슬리언’을 구별해주는

폐쇄적 / 배타적 성향,

클래식한 서구 고전 양식의 차용

관상용 소나무의 군집

키가 크고 화려한

관상용 소나무의 군집은

진입 게이트와 결부되어

특권적 단지의식과 품격을 상징

별동의 근린생활시설

주거동의 기능과 상충되는

시설로 파악, 대규모 단지로 인해

상업시설 역시 대규모로 조성,

도로변 상업성 확보 및

단지 진입부 넓은 보도와도 연계

[표 4-43]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의 단지 진입부의 정체성 구현 

있다. 특히 단지 진입 게이트의 경우 캐슬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서구 고전 양식을 직

설적으로 차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광고에서 표방하는 귀족 계급의 신분적 지위 즉 

‘캐슬리언’의 자부심을 획득하고자 한다. 이는 맞은편 단지에서도 동일한 단지 진입

부 구성을 취하면서 마치 단절된 게이티드 커뮤니티들이 진입부 구성을 통해 서로 경

쟁하는 듯한 경관을 형성한다.  

그런데 화려하고 장식적인 단지 게이트는 주요 보행자 진입 광장에 조성하지 않고 단

지내 주요 차량 진출입구를 중심으로 마치 조형물과 같이 상징적 차원에서만 조성되어 

있다. 즉 단지 게이트에 인접하여 별도의 장애물 없는 보행광장과 보행로가 다수 존재

함으로써 실질적인 단지 진입구로서의 위상이나 배타적 속성이 사용 차원에서는 거의 

무시되고 있다.     

대신 단지 게이트를 통과해야 이루어지는 차량의 진입은 직선으로 뻗은 도로와 원형의 

회전교차로 그리고 이러한 기하학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조경과 시설물로 인해 상당히 

격식 있는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에 보행자 레벨에서는 일부 직선 보행축도 존재

하지만 단지 경계 곳곳에 레벨을 고려하여 조성된 다양한 길과 오픈스페이스를 통해 

상당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접근이 유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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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격식 있는 진입

차량 주출입구에 단지 게이트 조성,

직선으로 뻗은 도로와

원형의 회전 교차로에

기하학적 특성 부각시키는 계획

보행자의 자유로운 진입 (대로변 / 인접 단지와의 경계)

대로변에서 동등하거나 낮은 레벨로

오픈스페이스를 통하여

경계의 구획에 대한 강조 없이

친근하고 개방적인 접근

인접단지와의 경계에서도

하나의 단지처럼 경계 최소화 및

오픈스페이스와 동선 연계,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접근

[표 4-44]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의 차량 및 보행자 진입 방식 

특히 대지가 평지가 아닌 경사지형이며 따라서 대지 내 과도한 레벨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진입이 이루어지는 남측 및 동측의 도로변 레벨에서 바라볼 때 아파트 단

지 레벨은 동등하거나 혹은 낮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거리에서는 대규모 초고층 

단지라는 위압감이 강하게 지각되지만, 실제 진입 과정에서는 동일 레벨이거나 혹은 

계단 및 램프를 통해 하향진입하게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시선은 아래로 향하며 친근

하고 편안한 접근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보행자의 자유로운 진입은 도로변 경계뿐만 아니라 인접 단지와의 경계

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각 단지가 마치 서로 하나의 단지처럼 경계를 최소화하고 

오픈스페이스와 동선을 연계시키고 있다.      

또한 단지의 규모가 거대하다보니 근린생활시설 역시 상당히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으

며, 별동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보도에 접하며 가로에 개방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행위는 보도까지 침범하며 비격식적이고 혼잡한 양상을 띠는 

반면, 이에 바로 면하는 차량 도로는 품격 있는 진입 공간을 형성하며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대규모 단지 스케일과 비교해 볼 때 커뮤니티 시설은 프로그램이나 면적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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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지 중앙부에 인접하여 조성된 커뮤니티 시

설은 위압적이거나 특별한 미학을 강조하기보다, 단지 내 개방감 확보를 위해 선큰가

든과 함께 대지에 묻혀 조성되어 있으며 지상으로는 한 개 층만 돌출되어 있다. 또한 

그 양식도 단지 게이트와 같은 클래식한 서구 고전양식의 차용이 아닌 현대적이면서도 

친근한 외관을 형성한다. 

[그림 4-11]  롯데 캐슬 TV 광고(좌)와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커뮤니티 시설(우) 

그러나 브랜드 이미지를 함축하는 로고가 곳곳에 부착되면서, 그 상징적 가치를 끊임

없이 확인시키고 있다. 이는 비단 커뮤니티 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장이나 조경시설물 

등 거의 전부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거대한 스케일부터 미시적 레벨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마주치며 입주민의 자부심과 단지 공동체를 재확인시켜주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일상생활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광고에서도 은연중에 부각되

며, 생활과 상징이 중첩되는 국내 아파트의 일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② 주거동 및 단위세대 디자인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의 거대한 주거동의 군집은 단지 외부 차원에서는 대규모 브랜드 

단지의 위용을 상징하며 자부심과 선망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이는 특히 주거동 옥

탑부 디자인과 옥탑부 측면의 로고에서 극적으로 드러나며 대외적인 상징 체계로서 작

동하고 있다.

하지만 단지 내부적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그 거대한 위압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

는데, 판상형이라 하더라도 2호 조합을 유지하고 있어 베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4호 조합의 탑상형보다 더욱 개방감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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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층부 옥탑 디자인과 로고

주거동 옥탑부 디자인과

옥탑부 측면의 로고는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을

대외적으로 상징

저층부 장식적 디자인

반사적 질감의 대리석 마감,

몰딩과 고전적 모티프 사용으로

보행자 레벨에서

인간적 스케일에 기여

고층 주거동의 위압감 보완

그라데이션 색상 처리로 시선 분산,

친근한 포인트 색상의 활용,

위압적 스케일과 균질한 공간의

거대한 반복 적층 보완

[표 4-45]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의 입면 계획

또한 발코니 부분 전면 유리창호와 슬라브 부분의 색상 조절로 콘크리트 물성을 극복

하고자 하였으며, 주거동 벽면에서 드러나는 균질한 공간의 거대한 반복 적층은 상층

부와 저층부를 강조하는 그라데이션 색상 처리를 통해 시선을 분산시킴으로써 완화하

고자 하였다. 또한 노란색과 오렌지 색상 등의 친근한 포인트 색상은 거대한 단지에 

생활공간으로서의 활력을 더한다.  

또한 저층부는 일산 자이에서와 마찬가지로 반사적인 질감의 대리석으로 마감하였으며  

측벽의 고전적인 디테일로 단지 게이트와의 상징적인 고급스러움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의 실체와는 괴리된 상징적 차원의 장식적 효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주거동의 규모를 보행자 레벨에서 인간적 스케일로 축소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거동 진입부도 부분적으로는 상징적이고 고급스러운 출입구를 조성하고 있으나, 대

부분의 주거동은 필로티 하부를 통해 비격식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필로티 하부 공

간은 출입구와 동선 및 자전거 보관소의 역할과 더불어 나름대로 주거동 출입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배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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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 축의 강조

단지를 가로지르는 직선의 축은

시각적 개방감과 더불어

권위와 위용에 기반한

강한 상징성 함축

관상용 소나무 중심의 식재

웅장한 주거동과 더불어

키가 크고 화려한 관상용 소나무의

대로변 집중 배치 및

단지 내부 곳곳에서 일상의 배경

고전적 모티프의 조형물

단지 내외부에서

고전적 모티프의 조형물 배치,

캐슬이라는 브랜드 프리미엄에 대한

상징성의 확보

[표 4-46]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조경의 기하학과 상징성의 강조

단위세대는 다른 단지와 마찬가지로 관습적인 핵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기존 

평면의 범주 내에서 남향에 면하는 베이(bay)의 확보 등 일반적인 차별화 전략만을 채

택하며 무난한 상품성 확보에 기반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서구적인 공사분리형 평면을 

채택하고 있으며, 평형의 규모가 커질수록 3-4호 조합의 타워형보다는 2호 조합의 판

상형으로 계획되어 있다.   

③ 조경 계획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의 조경 계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차량 주출입구 디자인

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하학적 직선 축의 확보이다. TV 광고에서 유럽의 호화로운 성,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의 성과 정원에 편향적이었던 취향을 제시하였던 것처럼, 단

지를 가로지르는 직선의 축은 시각적 개방감과 더불어 강한 상징성을 부과한다.     

그러나 보행 진입광장에 형성된 가장 강력한 직선 축은 수공간과 함께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휴식과 여가 등을 즐기는 대표적인 생활공간으로도 기능한다. 

특히 수공간의 계획적 특성 역시 세장한 장방형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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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차이를 활용한 외부공간

단지의 레벨 차이를 활용하여

실제 보행 레벨에서의

예측 불가능성 및

다양한 공간감 구현

기하학에 대비되는 유기적 구성

단지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일부 기하학적 구성 외에는

유기적 공간 계획을 통해

친근한 생활공간으로 기능

어린이 놀이터와 수경공간

단지 중앙광장의

어린이 놀이터와

수경공간을 중심으로

단지의 활력 확산

[표 4-47]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조경의 유기적 특성과 이벤트의 지원

반대방향을 향하여 물줄기가 교차되며 일렬로 분사되고 있어 그 동일하게 반복되는 특

성 역시 직선의 기하학의 고전적 품격을 배가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터널분수의 물줄

기의 높이는 낮게 반원형을 그리고 있어 기하학 축의 거대한 스케일을 상쇄시키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직선의 축과 더불어 지형의 레벨과 어우러져 조성되어 있는 다양한 곡

선의 보행로와 오픈스페이스들은 단지 내 외부공간에 다양한 예측 불가능한 공간을 형

성하고 있다. 래미안 동천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대한 대규모 단지의 무미건조한 한계를 

보행 레벨의 인간적이고 친근한 환경 조성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다만 그 미

학에 있어서 고전적 모티프의 직설적 차용을 선호하고 있어, 코린티안 기둥의 조형물

이 수로공간에 인접하는 등 상징적 조형요소는 일상생활 공간과 맞물려 그 배경의 역

할을 한다.   

어린이 놀이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단지에서 이벤트와 활력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에서도 단지 중앙의 삼각형 중앙광장의 중심에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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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를 특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터 외에도 단지 곳곳에 다양한 성격과 

속성을 갖는 오픈스페이스들이 분산 배치되어 있어 이벤트는 단지 전체에 걸쳐 확산되

어 나타나고 있다.   

 

식재에 있어서도 웅장한 주거동처럼 위용 있는 키가 크고 화려한 관상용 소나무들이 

주 대로변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 단지의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이라는 정체성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 또한 단지 내부 곳곳에서도 소나무 군집이 조성되어, 단지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일상생활의 배경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조경은 대부분 보도와 이

원화되어 조성되어 있지만, 보도가 대부분 난색의 블록으로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어 

단조로움이나 인공적 속성보다는 친근하고 인간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3) 롯데 캐슬의 주거 상품화

롯데 캐슬의 TV 광고 역시 래미안이나 자이에서와 마찬가지로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

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계급적 신분은 

화폐를 통해 획득 가능한 사회적 지위이지만 고전적 신분체계와 동일한 수준의 자부심

을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호가치는 자산가치 프리미엄이라는 교환가치로도 

이어진다.     

광고는 사회적 계층화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가족의 행복 이미지와 공동체 아이덴티티

에 대한 수요자의 욕망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비교적 관습적이면서도 보수

적인 핵가족을 설정하고 있으며 판매 불가능한 행복이라는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행복이란 래미안에서와 같이 행복이라는 감정 그 자체의 환상으로 이끌

기보다, 단지 환경이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혹은 가족의 행복만큼이나 단지 환경 역

시 행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공동체 역시 ‘캐슬’이라는 물리

적 경계 즉 단지 경계에 기반하여 부여되는 집단적이고 상징적인 아이덴티티에 가깝

다. 

따라서 신분적 차별화와 고급화를 상징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물량주의와 표준설

계에 의한 경제적 주거생산방식은 은폐되며 브랜드 이미지가 함축된 로고와 아파트에 

부재하는 극적인 요소들로 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배타적 브랜드 이미

지를 구체화하는 위압적인 주거공간의 위용 즉 그 외적이고 과시적인 속성은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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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단지 역시 기본적으로 기존의 아파트 단지의 배치 공식을 유지

함으로써 사업성과 이윤 추구 및 상품성 확보에 있어서 안정적인 방식을 지속하고 있

다. 다만 광고에서 제시하는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이라는 상징적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생활 가치 역시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 사이에서 이 둘의 중첩이 곳곳에서 발견

된다. 그리고 이는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라는 단지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긴 하지

만, 생활의 배경으로 상징적 가치를 끊임없이 대입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국내 아파트 

단지에서의 일상적 삶이 비단 실제적 사용과 거주 가치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음을 단적

으로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단지의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외적이고 가시적인 고급화된 

특성은 TV 광고에서 롯데 캐슬의 전반적인 단지 분위기와 외관을 담당하면서 브랜드 

전체의 이미지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행복은 캐슬로부터 2> 편에서 등장하는 아

파트단지의 이미지는 복수의 아파트 단지들 중 가장 좋은 특성들만을 편집하여 구성함

으로써,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단지를 탄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실제 롯데 캐슬 단지를 배경으로 촬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단지는 롯

데 캐슬 브랜드조차도 어느 곳에서도 실현시킨 적이 없는 허구적 단지인 것이다. 사실 

소비자가 모든 아파트단지의 가장 좋은 특성만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없다면 광고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해당 브랜드 아파트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더

욱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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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거대함
강조

주거생산방식
/ 주거공간특성

은폐

TV 광고 메시지 분석

거대한규모를
우월한요소로활용

스타 여배우 등장

브랜드 전체의 외관 이미지 형성

로고의 기호가치 부각

저녁 시점의 활용

- 아파트의 실체는
가려지고
로고와 조명이
부각되는 시점

- 실체보다
브랜드 이미지
함축하는
로고가 기표로 부각

고층 주거동의 규모 강조

- 고층 주거동의
웅장한 규모 강조,
랜드마크 요소로
활용

우월함을 강조하는 시선
- 주인공을 우월하게

보이도록 올려다보는
시점

- 주인공은 세상을
내려다보는 시선

- 화려한 유럽 성의
성주인 스타 여배우는
익명의 소비주체와
귀족이라는 신분 상징

아파트에 부재하는 요소들
- 유럽의 성 이미지의

웅장한 스케일과
공간감

- 호화로운 인테리어
- 비현실적인 앵글

물리적경계에기반한공동체
- 단지 경계에 의해

부여되는
집단적 아이덴티티

- ‘캐슬리언’으로
명명

[생산/공급]

근대적
대량생산
주거유형

[소비/수요]

사회적
계층화에
기반한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

이미지
반영한

랜드마크
단지 조성

- 광고에서 주로
외관이미지만 담당

- 광고 속에 등장하는 단지는
여러 단지 이미지의
장점만 편집한 가상의 단지

외관 및 조경의 특화로 보완

단지 배치 및
커뮤니티 계획

아파트단지 계획 분석

주거동 및
단위세대 계획

조경계획

• 판상형과
탑상형 혼합,

남향과 인동간격
고려한

관습적 배치
(사업성 위한
밀도 확보,

대량 판매를 위한
균등한 배치조건)

기존 아파트단지 배치 공식
근본적 유지

주거생산방식
/ 주거공간특성
보완 및 은폐

(규모와 경계는 강조)

상징과 생활의 중첩

• 고층고밀의
주거동

(접지성 결여,
주거동의

익명성 유지)

• 핵가족 기반의
단위세대
(무난한

상품성 확보)

• 조경의 기하학과
상징성의 강조

(브랜드의 차별적
상징성 부과)

• 어린이 놀이터와
수경공간

(이벤트/활력)

• 레벨의 활용 및
유기적 공간구성
(예측불가능성을

통한
무미건조함의 극복

및 친근한
생활공간 조성)

• 상층부와
저층부 강조

및 포인트 색상
(위압감과

반복 적층 보완,
시선의 분산및 활력)

• 저층부
고전적 모티프
(상징성 및

인간적 스케일 확보)

• 진입부
경계의 강조

• 레벨을 고려한
배치

• 주변 도로 및
인근 대지와의

동선 연계
(자유롭고

개방적인 접근)

• 부대복리시설의
활력

(선큰과 연계된
커뮤니티 시설,

내부 가로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

- 차별화를 위한 상징성의 부각
(외부-과시적 / 내부-자부심, 공동체)

- 실제적 사용과 거주를 위한
일상생활공간으로서의 고려가 중첩

- 생활가치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제시

[표 4-48]  롯데 캐슬의 주거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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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생활가치에 기반한 브랜드 실체 프리미엄의 추구

아파트의 브랜드화가 진행되기 이전인 1990년대와 브랜드화 이후 번성한 2000년대의 

광고 사용 언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1990년대에는 주로 아파트의 물리적 속성과 지

역적 특성을 전달하는 정보적 광고가 많았던 반면, 브랜드화와 아파트 건설경기 활성

화로 인한 2000년대는 아파트의 사회심리적 가치를 소구하는 감성적 어필의 이미지 

표현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주거 상품화가 진전될수록 아파트 구매 요인으로 투자가치와 자산가치 등 경제적 

요소가 최우선으로 자리잡아온 상황에서 아파트 브랜드들도 교환가치와 기호가치를 중

심으로 한 사회적 계층화와 이미지 광고에 집중한 바 있고, 소비자 역시 그러한 요구

의 충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아파트 브랜드 광고가 실체와는 관계없이 이미지 위

주의 허상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상황에 익숙해져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림 e편한세상은 기존의 틀을 깨고 이미지보다는 실체에 기반한 

브랜드 전략을 제시한다. 물론 이 또한 브랜드의 이중성에 기반하여 차별화 전략을 통

해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자본의 논리에서 출발하였지만, 아파트라는 도시주

거에 있어서 기존의 흐름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상품의 실체에 주목하고자 하는 경향

은 ‘진심’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도시주거에 대한 의식에 나름대로 전환을 가져왔다.

 

“진심은 통한다. 아주 매력적인 키워드를 찾아낸 사람들이 있다. 진심, 그들

은 정말 가치 있는 어휘를 참으로 적절히 사용했다. 잘못 쓰면 촌스러워지거

나 바보스러워 질수도 있는 그 무미(無味)의 그릇을 충실히 채워냈다. 빅 모

델이 만들어내는 허황한 이미지나 공허한 수사가 아니라 사실과 진실을 앞세

웠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차별화하는데 성공했다”342 

     

실제로 구매할 아파트와는 관계없이 광고가 부여하는 이미지에 의해 좌우되던 기존 아

파트 브랜드 시장에서, 이처럼 실체에 기반한 생활가치를 내세우는 e편한세상의 광고

는 소비자를 이성적으로 사고하도록 설득시키며 역으로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더 이상 

이미지에만 의존하는 광고를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한 소식은 e편한세상이 아파트 광고 시장의 지

각 변동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모두가 ‘진심이 짓는다’ 광고를 보며 속 시

342  윤준호, “진심과 다큐멘터리가 있었다”, 오리콤 브랜드 저널, 201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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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제라도 이런 광고가 나와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

리고 기존 아파트 광고들의 스텝이 엉키기 시작했다. 우선 유명 모델들이 아

파트 광고에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 혹 유명 모델이 나오더라도 예전처럼 무

턱대고 고급스럽다는 이미지 광고를 하지 않았다.”343 

이처럼 아파트 광고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구도를 확보한 e편한세상의 실체와 사실이라

는 팩트(fact) 위주의 광고로 인해, 타사의 경쟁 브랜드들도 이미지 광고를 하더라도 

실체에 기반하는 광고 방식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광고가 해당 브

랜드의 단지 계획 뿐만 아니라 상당히 넓은 파급적 효과를 가져옴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용가치를 내세우는 차별화 전략이라 하더라도 도시주거에서 기존의 근대적 주거공간

과 생산방식에 대한 답습은 여전하다면 이는 일상의 소외를 향한 또 다른 노선의 확보

에 불과할 수도 있다.    

4.2.2.1  대림 e편한세상의 광고 및 아파트단지 계획 분석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은 2000년 2월 론칭한 국내 최초의 브랜드 아파트로서 기업브

랜드가 주도하던 아파트 시장을 개별 브랜드의 시대로 전환시킨 시발점으로 평가 받고 

있다.344  또한 다른 브랜드가 주로 고품격 이미지 프리미엄을 앞세우는 반면, e편한세

상은 ‘품질’과 ‘실용성’을 브랜드 콘셉트로 잡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편안한 주

거생활 문화를 구현하는 것'을 브랜드 비전(Vision)으로 삼고 있다.345  고객이 불편함

을 느끼지 않고 앞선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면 및 자재, 건축물에 적용되는 

주거편의기술, 인테리어, A/S, 입주고객만족 서비스 등 주거문화 전반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343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진심이 짓는다’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조사 결과에 따르
면 2008년에는 사람들이 아파트 브랜드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1) 자연 친화적인, (2) 고품격/상류
사회, (3) 자부심이 느껴지는, (4) 편리한/실용적인 이미지로 꼽았는데, 2009년에는 (1) 자연 친화
적인, (2) 편리한/실용적인, (3) 투자 가치가 있는, (4) 자부심이 느껴지는 이미지로 바뀐 것이다. 
‘편리와 실용’의 가치가 올라가고 ‘고품격/상류사회’는 퇴출된 것이다.”김민철, 우리 회의나 
할까?, 사이언스북스, 2011, pp.350-351.

344  e편한세상은 ‘편한세상을 경험(experience) 해보세요’라는 의미로, 2000년 당시에는 인
터넷과 네트워크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음을 내세우며 당시 최고의 화두이던 ‘e’라는 영문
자와 편한세상이라는 한글을 조합함으로써 탄생하였다. 이후 ‘e’는 2003년 에코 프로젝트와  
2008년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 전략을 통해 자연친화와 친환경 이미지도 포괄하게 된다. 

345  심볼 마크의 구름 역시 입주민의 수준이나 품격 보다는 편안함을 의미한다. 사람중심, 미래, 
새로움을 상징한다는 오렌지색과 깨끗함, 겸손함, 완전함을 상징하는 화이트 색상은 기술력을 바
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승부하고자 하는 대림의 전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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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Vision
최고의 주거공간과 최적의 서비스를 통한

가장 편안한 주거생활 문화 구현

Business Domain
Total Living Solution 제공

(과거/현재 : 주거 공간 제공 -> 향후 : 주거 생활 문화 제공)

핵심 Target 집의 본질적 가치인 편안한 주거문화를 추구하는 사람

Brand Concept

품질과 실용성

(품질 -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높은 완성도와 완벽한 마무리)

(실용성 - 고객의 불편함을 없애고 앞선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

Communicaion 

Concept

진심으로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

(브랜드 슬로건 : 진심이 짓는다)

[표 4-49]  e편한세상의 브랜드 전략 체계 

이처럼 이미지 프리미엄을 위한 외형적 화려함보다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아파트의 

본질적 가치인 '편안한 주거생활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2009년 이후에는 '진심이 짓는

다'를 브랜드 슬로건으로 삼고 편리한 세상, 건강한 세상, 문화예술이 있는 세상이라는 

경영 철학을 아파트 짓기에 반영한 바 있다.346  특히 e편한세상은 ‘진심’ 캠페인을 

통해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브랜드 전략의 체계적 수

립,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포지셔닝의 차별화, 실체 중심의 진심 커뮤니케이션

을 통해 브랜드 자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왔다.

e편한세상의 브랜드 전략과 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 기반의 브랜드 자산형성

을 위한 브랜드 전략의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데, 브랜드 비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업의 

개념(business domain), 핵심 타겟, 브랜드 콘셉트, 커뮤니케이션 콘셉트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최종 브랜드 슬로건인 ‘진심이 짓는다’와 광고를 통해 소비자

에게 전달되도록 구성되었다. 

346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삶, 윤택하고 즐거운 삶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생활공간을 구현하는 
편리한 세상을 바탕으로 아파트도 하나의 생태계라는 신념으로 '친환경 건강아파트'를 지어 입주민
들의 건강과 주거환경을 고려하는 건강한 세상을 실현한다. 한편, 대림산업은 2012년까지 냉·난
방 에너지 소비량이 제로 수준인 'ECO House(에코 하우스) 개발 완료'를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표준주택 대비 30%, 2009년에는 40%, 2010년에는 50% 냉·난방 에너지 절
감형 아파트를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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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를 살펴보면 첫째, 브랜드 비전은 최고의 주거공간과 최적의 서비스를 통한 가

장 편안한 주거생활 문화구현이다. 둘째, 업의 개념은 토탈 리빙 솔루션 제공으로 과

거와 현재의 주거공간 제공에서 향후 주거생활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셋째, 핵심타겟은 집의 본질적 가치인 편안한 주거문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넷째, 

브랜드 콘셉트는 품질과 실용성이다. 마지막 커뮤니케이션 콘셉트는 진심으로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 ‘진심이 짓는다’로 구성하였다.347  

이러한 실체에 기반한 브랜드 전략 수립의 이면에는, e편한세상이 아파트 브랜드 시장

을 처음으로 개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모기업 후광효과와 서울 핵심 지역 랜드마

크 단지를 다수 공급한 후발주자인 삼성 래미안이나 GS 자이보다 점차 인지도나 선호

도 면에서 열세를 보이게 되었던 상황이 자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다른 브랜드 아파트 보다는 월등한 3위권 브랜드 지위를 유

지해 오게 되지만, 2005년 ‘집은 쉼이다’ 캠페인 이후 적절한 콘셉트를 찾지 못해 

광고를 중단하고, 이어 2010년에 예정되어 있던 뚝섬 e편한세상 분양 보류로 경쟁력 

있는 랜드마크 단지 공급에 실패하면서 2008년에는 안정적인 3위권 브랜드에서 7-8

위권 브랜드로 지표가 급락한다. 

따라서 2008년 말부터 당시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이자 e편한세상이 지속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던 친환경, 저에너지 경쟁력을 활용한 ‘자연이 에너지가 되는 세상’ 캠페

인을 시작하였으나, 이 역시 이미지 광고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중장기 캠페인을 통한 

브랜드 반등을 하기에는 너무 지엽적인 주제라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

럽게 영업 활동 차원까지 이어지며 재건축, 재개발 수주와 분양률에서도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브랜드 가치 하락 이전 수준인 안정적인 3위권 아파트로 복귀함을 목표로 브랜

드 지위 반등을 위한 신규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는데, 고관여 제품군의 특성상 브랜드 

지표의 단기적 변화가 어려우므로 향후 3년 내 브랜드 지위 반등을 목표로 설정한다. 

이를 위한 브랜드 차별화 전략으로 e편한세상은 당시까지의 아파트 브랜드의 소구 포

인트인 이미지에 기반한 ‘프리미엄’이 아닌 ‘품질과 실용’이 아파트 선택의 새로

운 기준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로 결정한다.348  

347  [표 4-49] 참조. 김유경·한상필·이희복, 진심으로 고객을 생각한 브랜드 e편한세상, 광고
학연구, Vol.22 No.3, 2011, pp.129-130. 

348  이러한 새로운 콘셉트와 더불어 2010년 중반 분양예정이었던 뚝섬 e편한세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시너지 강화를 모색하였으나,  주택 시장 침체 심화로 뚝섬 분양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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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모기업의 위상에 힘입은 래미안이 만들어낸 경쟁 규칙인 프리미엄 이미지로는 승

산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프리미엄 이미지’ 경쟁에서 ‘생활가치’ 경쟁으

로 아파트 브랜드 시장에서 새로운 선택의 준거를 제시하며 기존 광고 시장의 판세를 

뒤바꾸고자 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아파트 광고’라는 카테고리 자체에 지쳐 

있었던 것이다. 유명 연예인은 기본이고 드레스는 필수, 파티는 옵션, 여자친

구가 사는 아파트 이름을 듣는 순간 남자친구의 눈빛은 변하고, 아파트에 입

주하는 순간 남편은 세상에 둘도 없는 로맨티스트로 변하고, 그 와중에 아내

는 새 아파트에서 첫사랑을 만나 한 눈을 팔며 그때마다 차이코프스키 피아

노 협주곡이 뜬금없이 흘러나오고, 아이들은 어른들 속내도 모르고 궁전 안

을 뛰어다니며 숨바꼭질을 하고, 속절없는 대리석 분수는 24시간 공중으로 

치솟는, 말도 안 되는 그림이 대한민국 아파트 광고에서는 버젓이 일상이 되

고 있었다. 그러니 아파트 광고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두드러기 반응을 보

이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야기가 달랐다. 광고주가 먼저 그런 아

파트 광고 말고 다른 아파트 광고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349 

“1위가 1위의 자리를 더 공고하게 지켜내는 것. 그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경우에는 1위가 만들어 놓은 싸움의 

판 위에서 2, 3, 4, 5위 모두 싸우고 있는 게 문제였다. 모두가 1위가 만들

어 놓은 ‘프리미엄’이라는 싸움의 판에서 싸우고 있었으니, 다른 회사가 

아무리 광고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1위의 프리미엄을 높여 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야만 했다. 아무리 프

리미엄을 잘 이야기해도 1위를 이길 수는 없었다. 그게 현실이었다. (...) 그

렇다. 비슷하게 갈 바에야 아예 안가는 게 나았다. 이왕 갈 거라면 다르게! 

그렇게 우리는 우리만의 땅을 구축해 나가면 되는 일이었다.”350 

이와 같이 진심 캠페인의 시작도 결국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간 경쟁에서 우

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자본의 논리에서 시작되었으나, 브랜드의 이중성의 특성상 그 

해답을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게 되고 e편한세상은 이를 품질과 실용이라는 실체에서 

실제로는 광고만으로 브랜딩 작업이 진행되었다. 

349  김민철, 우리 회의나 할까?, 사이언스북스, 2011, p.256. 

350  김민철, 우리 회의나 할까?, 사이언스북스, 2011,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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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함으로써 기존 이미지 위주의 아파트 브랜드 시장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아파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분

명한 품질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사실’과 ‘실체’351 를 찾아내는 작업을 실행

한다. 

즉 경쟁사는 적용하지 않지만 e편한세상만 적용하는 아이템이거나 타 건설사도 보유하

고 있으나 광고를 통해 자산화하지 못한 혹은 e편한세상이 객관적으로 더 특출한 아이

템들을 선별한다. 제품 및 비제품과 관련하여 대림산업의 강점 영역과 약점 영역을 분

석하여,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전략을 취하며 친환경 아이템은 선점하겠다

는 목표를 세운다. 단지 막연한 이미지가 아닌 이러한 차별화된 실체들을 제시함으로

써 이미지 프리미엄이 아닌 실체에 기반한 품질의 질적인 프리미엄(quailty 

premium)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352  

1) 제품관련경쟁사대비강점/약점영역분석 2) 비제품관련경쟁사대비강점/약점영역분석

[표 4-50]  제품과 비제품 관련 경쟁사 대비 강점/약점 영역 분석

이러한 전략에 따라 e편한세상은 2009년 7월 ‘진심이 짓는다’ 캠페인 런칭 이후 

지속적으로 품질과 실용이 담긴 실체를 활용한 팩트(fact) 기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유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각 단계별 멀티소재를 활용하여 이를 전파하는 방식을 택한

다.353  

351  ‘진심이 짓는다’ 캠페인의 광고업체인 TBWA/KOREA는 이를 팩트(fact)라고 표현한다. 

352  [표 4-50]과 [표 4-51] 참조. “e편한세상 전략 History 및 2012 캠페인 전략 방향”, 대
림 내부자료, 2011.

353  이 과정에서 4단계(Burst 4)까지는 15초의 효율 위주의 광고는 배제하고 30초 광고로만 구
성하기로 한다. 시간에 쫓겨 할 말을 못하느니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한 번을 봐도 임팩트가 있는 
광고를 만드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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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st Burst 1 Burst 2 Burst 3 Burst 4 Burst 5

Period
2009년 7월 - 

2009년 10월

2009년 11월 

- 2010년 2월

2010년 4월 - 

2010년 7월

2010년 11월 

- 2011년 2월

2011년 8월 - 

2011년 10월

Fact

진심의 시세

1층

베이크아웃

10cm

단열재

에코하우스

EMS

무장애

수납공간

광교

주부아이디어

오렌지서비스

보안

어린이집

스마트주차장

[표 4-51]  e편한세상 진심 캠페인의 단계별 광고 소재 (Burst1-Burst5) 

전반적 경기 침체로 경쟁사들의 예산 감소에 따라 e편한세상도 합리적 수준에서 광고 

예산을 삭감하였으나, 타사는 업체 내부 상황의 변화가 극심했던 데 비해 상대적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대림은 광고점유율(SOV)이 2009년 이후 거의 1위를 차지한

다.354  또한 아파트 광고업계에서 1년 이상 지속된 캠페인이 전무한 상황에서 2년 6

개월 만에 8위에서 3위로 브랜드 위상을 회복하게 된다.355  또한 진심 캠페인은 아파

트 건설 브랜드 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광고제 수상으로 화제성을 획득하면서 소비자 

브랜드 신뢰도 급상승에도 영향을 주었다.356    

354   대우건설은 2008-2009년 금호아시아나 그룹 위기로 매각되고, 2009년 GS 건설은 신용
등급 하락과 더불어 건설사 최대 미분양 등으로 인한 오너체제 전환 후 도급사업을 지양하였으며, 
2010-2011년 초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 그룹에 합병된다.

355  아파트 브랜드의 경우 광고 인지도는 광고 예산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곧바로 반등
하는 반면, 브랜드 인지도는 광고비 외에도 주요지역 랜드마크 보유 여부나 모기업의 직간접적 후
광 효과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늦은 회복을 보였다. 따라서 약 3년
간의 진심 캠페인을 통해서야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는 더 공격적인 광고를 집행한다
고 해도 래미안이나 자이를 단기간 내 넘어서기는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삼성, GS, 두산, 포스코, 
SK 등 경쟁사는 모그룹 후광효과가 높으며 적극적인 그룹 광고 활동을 통한 개별 브랜드를 지원
해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림 역시 2011년 대림그룹의 광고를 시작하게 된다. 

356   e편한세상은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에 2010년 이후 현재까지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아파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광고학회의 올해의 광고상, 대한민국 광고대상, 조선일보 광고대상, 소비자가 뽑은 광고 대상 등 
광고 분야에서도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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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년도

/ 제목
모델 슬로건 헤드라인

바디카피

(voice-over)
비고

2008

/

(1)

일반

모델

자연이

에너지가

되는 세상

여기는 

e-편한세상

입니다

 쏟아지는 햇살도, 상쾌한 바람도,

 세상을 적시는 비도, 따뜻하게 번지는 아지랑이도,

 늘 곁에 있던 자연이 소중한 에너지가 되는 세상. 

[표 4-53]  e편한세상 광고 메시지의 크리에이티브 표현요소  

시간의 지속성
/ 빈도

실체
(사용가치

/경험)

이미지
(교환가치

/기호)

감성적 이성적

“진심이 짓는다” /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답은 있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저희가 찾은 답은 진심입니다’
‘고집스런 생각이 만드는 거리’

‘든든한 진심’ 등

“자연이 에너지가 되는 세상”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을 시작합시다’

“진심이 짓는다” /
‘지구를 지키는 진심’,‘실천하는 진심’등

생활편의 / 실용

네트워크/공동체

쉼, 편안함
질적 프리미엄
기본에 충실

품질
생활가치

건설회사의 진심
지구공동체 책임

• 수납, 주차공간, 1층
• 창호, 벽체
• 에너지 모니터
• CPTED 시스템
• 어린이집
• 인공지능 주차장

건설업체
고객지향 서비스

지구환경

• 주부 아이디어
공모전

• 베이크 아웃
• 에코 하우스
• 오렌지 서비스

진심
신뢰
경청
주의

도덕
윤리
배려

인간적

공감
실용적
현실적
필수적

섬세함
세심함
치밀함
정교함

[표 4-52]  대림 e편한세상 TV 광고의 브랜드 차별화 전략

이와 같이 e편한세상은 기존에 래미안이 만들어낸 광고의 경쟁 규칙인 프리미엄 이미

지를 전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며, 거주자의 실제적인 사용가치에 주목한다. 따라서 

이미지의 허구성에서 탈피해 생활가치라는 실체를 제시하며 아파트 광고 시장의 판세

를 뒤바꾸고자 한다. 

(1) 대림 e편한세상의 TV 광고 메시지 분석

대림 e편한세상 TV 광고는 200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홍보하

는 광고를 기준으로 총 18편이 방영되었다. 각 광고를 크리에이티브 표현요소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357  

357  [표 4-53]은 대림 e편한세상 공식 홈페이지 http://www.daelim-apt.co.kr 를 중심으로 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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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여기는 e-편한세상입니다.

2008

/

(2)

집안

일반

모델

자연이

에너지가

되는 세상

 아침 9시의 햇살, 강변에서 불어온 바람,

 오후 2시의 뜨거운 지열, 이틀 전에 내렸던 소나기, 

 초저녁의 시원한 바람,

 어떠세요? 자연이 에너지가 되는 세상.

 - e-편한세상은 에너지 소비 제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08

/

(3)

단지

일반

모델

자연이

에너지가

되는 세상

 신선한 아침 햇살로 켜는 가로등

 - 에너지 제로 플랜에 의한 e-편한세상,

 -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제 내린 소나기로 만든 분수,

 한 차례 돌풍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보이세요? 자연이 에너지가 되는 세상

 - e-편한세상은 에너지 소비 제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09

/

(4)

1층

일반

모델

진심이 

짓는다

답은 

있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1층은 인기가 없다

 그럼 1층에 바람길을 만들자 (오산 원동 e-편한세상)

 1층 문 앞은 왕래가 많다

 그럼 1층 집에 출입문을 분리하자 

 (신도림 e-편한세상)

 1층은 사생활 보호가 힘들다

 그럼 1.5층을 만들자 (평촌 e-편한세상 오렌지 로비)

 답은 있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e-편한세상

2009

/

(5)

진심의

시세

일반

모델

진심이 

짓는다

저희가

찾은 답은

진심입니다

 톱스타가 나옵니다

 그녀는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멋진 드레스를 입고 다닙니다

 우리는 집에서 편안한 옷을 입습니다

 유럽의 성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의 주소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야 시세가 오를 것 같으니까

 하지만 생각해봅니다

 멋있게만 보이면 되는건지

 가장 높은 시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찾은 답은 진심입니다

 - 진심의 시세

 진심이 짓는다, e-편한세상

2009

/

(6)

베이크

아웃

일반

모델

진심이 

짓는다

진심은 집도 

굽는다

 베이크 아웃(Bake-out), 구워서 내보낸다

 새 집 증후군 없애기 위해

 입주자는 난방을 가동해 나쁜 냄새, 

 나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낸다

 새 집 냄새가 새 집의 설레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진심은 집도 굽는다

2009

/

(7)

북극곰

일반

모델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을 

시작합시다

 불리한 전쟁을 시작합시다

 적이 우리보다 수만 배쯤 강하다고 생각합시다

 우리에겐 식량도 무기도 부족하고

 여론도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가장 용맹한 백곰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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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조각 위에서 죽어갔으며

 돌고래의 함대는 해변에서 전멸을 당했다는          

불리한 전황들을 직면합시다

 어처구니 없는 전쟁을 시작합시다

 거실에도 자동차에도 버젓이 들어와 번지고 있고

 서서히 지구의 온도를 높여가는

 적들과 싸워나갑시다 

 그들의 야유와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새까만 씨앗들이 겨울을 견디어 내듯

 조금씩 이겨 나갑시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을 시작합시다

2009

/

(8)

10cm

일반

모델

진심이 

짓는다

고집스런 

생각이 

만드는 거리, 

10cm

 10cm, 손가락 두 개 사이의 거리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리

 하지만 좁은 곳에 주차해본 이들에게는

 매우 넓게 느껴지는 거리, 

 고집스런 생각이 만드는 차이, 10cm, e-편한세상

2009

/

(9)

에코

하우스

일반

모델

진심이 

짓는다

여기 진심이 

지은 집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찬바람 막고

 새는 에너지 누구보다 잘 지키는 집

 80%의 에너지를 줄이고도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는 집

 - 80% 에너지 절감 용인 에코하우스

 아이에게도 북극곰에게도 편안한 집

 여기 진심이 지은 집이 있습니다, e편한세상

2009

/

(10)

창호 & 

벽체

일반

모델

진심이 

짓는다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어떤 단열재를 쓰는지 

 한 눈에 보이시는 지요

 - 고성능 단열재 네오폴 국내 최초 사용

 3중 수퍼 창호가 어떻게 에너지 손실을 막는지

 한 눈에 들어오시는 지요

 - 고효율 3중 수퍼 창호

 왜 눈에 띄지도 않는 것들에 e편한세상이 그토록

 정성을 기울이는지 한 눈에 파악되시는 지요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e편한세상

2010

/

(11)

EMS

일반

모델

진심이 

짓는다

지구를 

지키는 진심

 아파트가 지구를 위해 뭘 할수 있을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환경운동가로 만들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까

 에너지 아끼는 보람을 눈으로 보여주자

 - 에너지 절약습관을 길러주는 에너지 모니터

  (당진 송악 e편한세상)

 지구를 사랑한 아파트, 

 지구를 지키는 진심, e편한세상

2010

/

(12)

일반

모델

진심이 

짓는다

e-편한세상의 

프리미엄은 

진심입니다

 유례없는 부동산 침체다

 - 좌우 10cm 더 넓은 주차장

 진심으로 지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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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 에너지 절약습관을 길러주는 에너지 모니터

 중대형 분양은 어렵다

 - 사생활을 보호하는 오렌지 로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아파트

 진심으로 지으면 된다

 - 광교 e편한세상 청약 10대1, 최고 111대1

 - 청약경쟁 후끈

 그렇게 진심으로 지었고, 당신의 진심이 답했습니다

 e편한세상의 프리미엄은 진심입니다

2010

/

(13)

수납

공간

일반

모델

진심이 

짓는다

숨어있는 

공간을 

살리는 진심

 여름엔 스키가 필요없으니까

 - 지하주차장의 계절 창고 (부천 역곡역 e편한세상)

 겨울엔 선풍기가 필요없으니까

 - 복도 벽의 대형 수납장 (부천 역곡역 e편한세상)

 진심으로 보면 숨은 공간이 보이니까

 숨어있는 공간을 살리는 진심, e-편한세상

2010

/

(14)

보안

시스템

일반

모델

진심이 

짓는다

든든한 

진심

 나쁜 마음 물러가라고 

 조명은 밝히고 CCTV는 잘보이게

 나무 간격 조절하고 막힌 시야는 틔워주고

 놀이터는 가운데로 

 - 범죄를 예방하는 아파트 환경 CPTED 시스템

 나쁜 마음 물러가라고, 든든한 진심, e편한세상

2010

/

(15)

오렌지서

비스

일반

모델

진심이 

짓는다

이상한 

진심

 이상한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화분 갈아주고 창문 닦아주고 침대 살균해주고

 가스렌지 씻어주고 전등갓 청소해주는 

 이상한 건설회사

 - 입주 후에도 한결같이 배려하는 오렌지 서비스

 아파트가 아니라 만족을 건설한다는 

 이상한 건설회사, 이상한 진심, e편한세상

2011

/

(16)

진심

공모전

일반

모델

진심이 

짓는다

실천하는 

진심

 모두들 주부 아이디어 공모전을 합니다

 그리고 상을 줍니다

 e편한세상도 주부 아이디어 공모전을 합니다

 그리고 반영을 합니다

 - 신발장 벤치 / 이정화님 아이디어

 - 이동식 조명 / 장현자님 아이디어

 - 10cm 더 넓은 주차장 / 정현주님 아이디어

 물론 상도 드립니다, 실천하는 진심, e편한세상

2011

/

(17)

어린이집

일반

모델

진심이 

짓는다

진심은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편안해야 

하니까

 처음으로 다른 화장실을 쓰게 되고

 처음으로 다른 식탁에 앉게 되고

 처음으로 다른 가족을 만나게 되는 곳

 어린이집은 두 번째 집이니까

 어린이집도 집이니까

 - e편한세상이 제대로 만드는 단지 내 어린이집

 - e편한세상이 앞선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 운영은 개인 또는 별도 기관이 책임집니다

 진심은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편안해야 하니까

 e편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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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8)

인공

지능

주차장

일반

모델

진심이 

짓는다

말 잘듣는

진심

 어릴 적 어머님 말씀, 머리를 좀 써라

 그래서 생각했다 머리 쓰는 주차장

 사람없을 땐 불을 끄고 차 지나갈 때만 켜고

 LED로 전기요금 아끼고

 - 공공전기요금을 줄여주는 인공지능형 주차장

  (용산 e편한세상)

 머리 쓰는 주차장, 

 어머니 마음에 드시나요, e편한세상

※ ‘-’는 주요 자막 표시임

e편한세상 역시 2007년도 이전에는 스타급 연예인이 등장하거나 e편한세상 아파트와

는 상관없는 공간 이미지가 광고에 등장한 바 있다. 

[그림 4-12]  e편한세상 광고 이미지 컷  

- 2006년도 <남자> 편(좌)과 <엄마와 아기> 편(우) 

그러나 2008년도에는 허위과장 혹은 이미지 광고보다 ‘자연이 에너지가 되는 세상’

이라는 슬로건으로 각각의 자연 요소가 어떻게 에너지화 되는가를 신선한 영상 이미지

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을 택한다. 그러나 친환경·저에너지라는 주제에만 몰두함으로

써 e편한세상이 추구하는 전반적인 주거의 이미지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그 후 2009

년부터는 ‘진심이 짓는다’라는 슬로건의 진심 캠페인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까지 

장기간 유지하며 기존 아파트 브랜드 광고와는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구축하게 된다.

사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브랜드 광고가 다분히 비이성적이며 감성적인 측면

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허위와 과장 그리고 가공된 이미지 위주의 전략이 광고의 

당연한 본성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특히 아파트 구매 요인으로 투자가치와 자산가치 

등 경제적 요소가 최우선으로 자리잡아온 상황에서 그리고 소비자 역시 광고가 송출하

는 이러한 메시지를 스스로 욕망하는데 익숙해진 시점에서, 이러한 관성에 저항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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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로 하여금 이성적으로 사고하도록 촉구하며 우리나라 아파트 소

비시장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진심 캠페인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진심의 시세> 편에서는, 광고의 첫 

부분에서 다른 아파트 브랜드 광고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데서 출발한다.358  즉 기

존 아파트 광고에서 보여주는 이미지 광고와 허위과장 광고의 현실을 파헤치며, 우리

의 일상적 삶의 차원과는 현격한 괴리가 있음을 폭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허구적 이미지에 익숙해졌던 소비자도 이 광고를 볼 때에는 현실로 돌아와 이

성적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진심이 짓는다’ 시리즈의 초기 광고 중 하

나인 <진심의 시세> 편에서는 시청자인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동안 익숙해졌던 이미지

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359 

358  높은 천정의 초현대식으로 마감된 아름답고 세련된 주거공간 안에는 하이힐을 신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 완벽히 치장한 여인이 등장한다. 이
는 마치 자이 광고에 나오는 이영애를 연상시킨다(0:04-0:12).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장면이 연이어 나오는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평범한 아파트에서 지
극히 편안한 옷차림을 한 커플로, 여성은 우아함과는 거리가 먼 포즈로 소파를 뛰어넘는 등 가족 
외에는 어떠한 타자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다(0:13, 0:14). 그리고‘톱스타
가 나옵니다, 그녀는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멋진 드레스를 입고 다닙니다. 우리는 집에서 편안한 
옷을 입습니다’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환상과 현실을 대조시킨다. 

다음 장면에서는 롯데 캐슬을 연상시키는 유럽의 성이 등장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를 화살표
로 가리키며, ‘유럽의 성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의 주소지는 대한민국입니다’라는 멘트로 다시 
한 번 타 건설업체의 광고를 비난한다. 그리고 이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의 촬영장소는 촬
영이 끝나면 철수되어 버리는 세트장에 불과함을 꼬집는다(0:24, 0:29). 

그리고 이어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한다. 이는 수건으로 아이의 머리를 말려
주는 엄마의 모습, 부엌에서 바닷가재가 무서워 쩔쩔매는 남편의 모습,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자는 
아빠와 아빠 배 위에 다리를 올리고 곤히 잠든 아이의 모습 등이며(0:37, 0:38, 0:40), 광고와 
건설회사가 소비자에게 심어주고 싶어 하는 환상이기보다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 안에 담겨 있는 
순수한 진실에 가깝다(0:47). 

359  e편한세상을 비롯한 다른 브랜드 아파트 광고가 15-30초 정도인데 반해, 이 광고는 90초
의 러닝타임을 가진다. 이후의 진심 캠페인 광고들이 실체(fact)들을 알리는 데 반하여 <진심의 시
세> 편은 전체적인 캠페인의 정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기존 아파트 브랜드 광
고의 경쟁 규칙을 변화시키려는 다소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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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4                                0:09                              0:10

헤드라인

이미지 컷

바디카피
(voice-over)

톱스타가 나옵니다 그녀는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멋진

0:12                                0:13                                0:14                              0:19

바디카피
(voice-over)

드레스를 입고 다닙니다 우리는 집에서 편안한 옷을 입습니다 유럽의 성 그림이 나옵니다

0:22                                0:24                                0:29                              0:32

바디카피
(voice-over)

우리의 주소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야 시세가 오를 것 같으니까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이미지 컷

이미지 컷

0:37                                0:38                                0:40                              0:47

바디카피
(voice-over)

멋있게만 보이면 되는건지 가장 높은 시세를 받아야 하는 건 무엇인지 저희가 찾은 답은

이미지 컷

0:50                                0:51                               0:56                              0:58

진심입니다 진심이 짓는다 e편한세상
바디카피

(voice-over)

이미지 컷

저희가 찾은 답은 진심입니다

[표 4-54]  e편한세상 TV 광고 - <진심의 시세> 편 (2009)    

그리고 이 광고를 통해 실체와 관계없이 덧씌워진 이미지로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는, 

진심이 오히려 가치 있게 평가되어야 하며 또 사실상 그러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

러한 노골적인 네거티브 전략은 e편한세상과 같이 ‘진심’을 내세우는 회사 입장에

서는 오히려 광고하는 측이 반감을 살 수도 있는 위험부담이 있다. 그러나 이미 사회

적으로 거품과 사회적 빈부격차를 부추기는 광고들에 대한 혐오와 비난의 공감대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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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소비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

다.360  

이처럼 <진심의 시세> 편에서 기존 아파트 상품 시장에 새로운 비전으로 도전하고자 

하였던 e편한세상은 이후 그 대안으로 편의와 실용을 바탕으로 한 생활가치를 제시한

다. 즉 아파트 브랜드의 특성상 프리미엄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이미지 프리미엄보다는 

품질에  기반한 질적 프리미엄(quality premium)을 지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자사 제품의 칭송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 눈높이를 실수

요자에 맞추며 오히려 문제점들의 원인과 분석에서 시작한다. 즉 <1층> 편에서 ‘1층

은 인기가 없다, 그럼 1층에 바람길을 만들자, 1층 문 앞은 왕래가 많다, 그럼 1층 

집에 출입문을 만들자, 1층은 사생활 보호가 힘들다, 그럼 1.5층을 만들자’라는 식으

로 논지를 끌어간 것처럼 많은 경우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또한 e편한세상의 광고는 인트로 부분부터 타사의 광고와는 차별화되는데, ‘진심이 

짓는다’라는 시리즈의 모든 광고의 첫 장면에는 설계도를 연상하게 하는 모눈종이 위

에 슬로건이 마치 도면을 그리듯 그려진다. 이는 아파트가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대

량생산된다는 관습적인 통념과 달리, 직접 고심하며 고치고 지우고 다시 그리기를 반

복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고민하는 건설사를 상기시킨다. 즉 ‘진심’이라는 단

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고 본연의 허구적 이미지 대신 ‘현실’ 그리고 그 ‘실

천’에 무게를 두는 세심함과 치밀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도면 위에서 치열하게 고민된 흔적은 외적이고 가시적으로 구축된 이미

지 스펙터클과는 다른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창호 & 벽체> 편에서는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과시적 디자인을 통해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부

추기는 기존 건설업체의 관행과 달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거주에 있어 더욱 

중요한 부분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호소한다.   

360  또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위축 역시 이러한 경향에 힘을 실어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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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2                                0:05                              0:08

헤드라인

이미지 컷

바디카피
(voice-over)

아파트에 어떤 단열재를 쓰는지 한 눈에 보이시는 지요

0:10                                0:14                                0:16                              0:17

바디카피
(voice-over)

3중 수퍼 창호가 어떻게
에너지 손실을 막는지

한눈에 들어오시는지요
- 고효율 3중 수퍼 창호

0:19                                0:21                                0:23                              0:24

바디카피
(voice-over)

e편한세상이 그토록 정성을 기울이는지 한 눈에 파악되시는지요 진심은

이미지 컷

이미지 컷

0:25                                0:28

바디카피
(voice-over)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e편한세상

이미지 컷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 고성능 단열재 네오폴
국내 최초 사용

왜 눈에 띄지도 않는 것들에

[표 4-55]  e편한세상 TV 광고 - <창호&벽체> 편 (2009)    

그리고 역시 이 광고에서도 일반 모델들이 등장하며, 이성적인 근간에서 다시 바라보

면 실제 단지에서 거주할 사람은 바로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임을 일깨워준다. 즉 아파트 단지 안에 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은 스타 연예인처럼 타

자를 가정한 품위 있는 연기가 아니라, 샤워를 하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침대에 걸

터 앉아있거나, 이불 한쪽이 구겨지고 흐트러진 침대 위에서 책을 읽으며 기대 앉아 

있는 혹은 소파에 앉아 고양이와 장난을 치는 지극히 평범한 생활에 가깝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카메라를 등지고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익명성을 부각시킨다.361 

361  그리고 화면의 각도는 하이앵글로 올라가지만, 이는 롯데 캐슬에서와 같이 대각선으로 아래
를 내려다보며 공간감을 극대화시키는 앵글이기보다는 설계하는 사람이 평면도를 내려다보는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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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얼굴은 클로즈업되지 않으며 이들 하나하나가 누구인가 혹은 순간순간 그들의 

표정에서 나타나는 행복의 상징 등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은 시

청자들의 일상의 수많은 가능성들 중 하나로서 재현되고 표상될 뿐이다. 따라서 집 안

에서 펼쳐지는 삶의 순간순간들은 타자를 상정하고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아니

기 때문에 스타 배우들의 이미지처럼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세심하게 배려 받아야만 하는 소중한 순간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심 캠페인 시리즈 광고물에서 보여주는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점들 역시 대단한 것들

이 아니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마주쳐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

지기도 하는 작은 불편과 사소한 부담에 관한 것들이다. <10cm>, <수납공간> 편 등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대부분의 아파트 거주자들이 겪는 좁은 주차구획이나 수

납공간 부족과 같이 매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이며 또한 매우 빈번한 발생으로 

소비자들을 괴롭히는 문제이다. 

또한 이는 실제 거주자의 입장에서 ‘사용’과 ‘거주’를 전제로 고민한 것이기 때

문에, 한 번 왔다가는 방문객이나 단지를 바라보는 타자에게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처럼 사용을 전제로 해야만 느낄 수 있는 가치이기 때

문에, 그 불편을 알고 있어야만 크게 다가오는 가치이다. 그래서 광고에서는 우선 누

의 시선에 가깝다(0:05). 그리고 ‘아파트에 어떤 단열재를 쓰는지 눈에 보이시는지요’라는 멘트
와 함께, 고성능 단열재가 어떻게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차단하는지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해준다
(0:08). 그러나 실생활에서 이는 전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또 다음 장면에서는 임신한 아내와 아내의 배를 어루만지며 행복해하는 남편의 모습이 나온다
(0:10). 이는 이들의 행복을 클로즈업하여 행복의 이미지를 판매하기 위함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과 간격을 유지하며 멀리서 바라보는 많은 일상의 가능성 중에 하나를 담은 것에 가깝다. 그리고 
카메라의 시각은 곧바로 벽체의 단면 쪽으로 나아간다(0:14). 그리고 ‘3중 수퍼 창호가 어떻게 
에너지 손실을 막는지 한 눈에 들어오시는 지요’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창호가 열손실을 차단하
는 메커니즘을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 역시 일상에서는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다. 즉 이 광고는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을 감싸주는 것 - 그들이 누구이든 어떤 생활
의 모습이든 - 은 고효율 창호와 고성능 단열재를 사용한 벽체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세심한 배려 속에 담겨지는 일상은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어두워진 후 
불이 켜진 건너편 이웃집들을 통해 언제나 마주하는 일상이다(0:16). 그리고 이는 시청자와 그 가
족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것은 아빠와 아이들이 쿵쾅거리며 즐겁게 춤추는 장면일 수도 있고, 
엄마와 딸이 어설픈 포즈로 비디오를 보며 에어로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셔츠만 걸친 채 전신 
거울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젊은 여성일 수도 있다(0:17, 0:19, 0:21). 그리고 그들은 
아파트 벽체와 창호에 대해서는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삶은 세심하게 설계된 
벽과 창호 안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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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0:13                                0:14                              0:17

바디카피
(voice-over)

하지만 좁은 곳에 주차해 본 이들에게는 매우 넓게 느껴질 거리

이미지 컷

[표 4-56]  e편한세상 TV 광고 - <10cm> 편 (2009)    

구에게나 적용되는 범용적 차원의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즉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이 가능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감으로써 결국 호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매번 인상을 찌푸릴 그 일은 사라질 

것이며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해방을 선물한다. 따라서 거주

자는 자신의 삶에 더욱 마음을 쏟을 여유를 얻게 된다. 이는 결국 외적이고 과시적인 

것에 치중하는 세태에 대한 반성이자 폭로이며, 거주자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본

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광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대시설도 티가든이나 수영장 등 유행이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것보다는 어

린이집이나 보안, 주차문제 등 실제적이고 필수적인 것부터 해결하고자 한다. 마치 일

상은 멋진 층위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만 원활히 지원가능하다는 입장

에 가깝다. 

그리고 이는 그동안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통해 지나쳐 왔던 오류들을 수정하고자 하

는 것이며, 허세나 허영을 부추기는 디자인보다는 오렌지 로비와 셉테드(CPTED)362  

기법 혹은 오렌지 서비스와 같이 충실하게 설계된 계획요소나 서비스에서 강점을 찾고

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광고에서 언급하는 항목들은 기호가치 혹은 교환가치이기보다는 사용가치에 관

한 것이며, 따라서 외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거주자가 살면서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차이’이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해결책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사용자 혹은 거주자에 대한 애정만 있다면 즉 그들의 삶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관심을 

362  CPTED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의 약자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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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면 충분히 개선 가능한 것들이다. 하지만 진심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차이이며, 이를 경험하여 익숙해지면 다른 브랜드를 경험했을 때 겪게 

되는 불편이자 확연히 느낄 수 있는 차이이다. 

따라서 e편한세상의 광고는 무엇보다 실제 단지를 배경으로 촬영된다. 이는 야간의 경

관조명이 지배하는 위압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단지 안의 거주자가 밝은 햇살 속에서 

단지를 올려다보는 가볍고 편안한 시선이거나 <창호&벽체> 편에서처럼 어두워진 후 

발코니 창을 통해 옆 동의 삶의 풍경들을 바라보는 일상적 시선에 가깝다.363 

이와 같이 <진심의 시세> 편에서 소비자에게 아파트 브랜드 광고의 실태를 폭로한 e

편한세상은 이후부터 연속되는 시리즈 광고에서 아파트 단지의 실제적인 측면들을 소

재로 하여 그 근거를 제시해 가며 합리적 소비자로 하여금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접근을 취한다. 그리고 진심의 시세와 마찬가지로 내레이션의 주체는 명백한 건

설회사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해당 주제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건설회사는 단지 건물을 짓는 업체라기보다는 건축가이자 컨설턴트이

며 각 분야의 전문가다운 인상을 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도덕과 윤리라는 미덕까지 

갖춘 의식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은 소비자들도 합리적이고 개념있는 시

민으로써 이성적 판단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다소 계몽적인 어조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e편한세상의 광고에서는 가족이나 이웃, 지역 등의 공동체보다도 건설회사와 

소비자의 네트워크가 더욱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는 <진심공모전> 편처

럼 대림이 얼마나 고객지향적이며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려 애쓰는지에 대한 

광고로 이어진다. 즉 소비자를 단지 물건을 판매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진

정한 고객으로 대하며, 단지 고객을 위한다는 현란한 일회적 이벤트가 아닌 실천하는  

기업의 자세를 광고하는 것이다.     

363  물론 여기서도 다른 아파트 광고에서처럼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소위 ‘그림이 안나
오는’ 아파트 단지의 특성상 촬영 감독은 경기도 타운하우스에서 찍기를 권하기도 하였다. 하지
만 진심을 이야기하면서 e편한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촬영을 한다는 것은 결국 비난했던 기존 
이미지 광고들과 마찬가지 상황으로 전락하는 것이므로 시간대와 디테일 등의 수법을 통해 극복
해 나간다. 김민철, 우리 회의나 할까?, 사이언스북스, 2011, pp.33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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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3                                0:04                              0:05

헤드라인

이미지 컷

바디카피
(voice-over)

모두들 주부 아이디어 공모전을 합니다

0:06                                0:07                                0:08                              0:09

바디카피
(voice-over)

그리고 상을 줍니다

0:10                                0:11                                0:13                              0:15

바디카피
(voice-over)

e편한세상도 주부 아이디어 공모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컷

이미지 컷

0:16                                0:17                                0:20                              0:22

바디카피
(voice-over)

반영을 합니다

이미지 컷

0:24                                0:27                               0:29 

물론 상도 드립니다 실천하는 진심 e편한세상
바디카피

(voice-over)

이미지 컷

실천하는 진심

- 신발장 벤치
/이정화님 아이디어

- 이동식 조명
/장현자님 아이디어

- 10cm 더 넓은 주차장
/정현주님 아이디어

[표 4-57]  e편한세상 TV 광고 - <진심공모전> 편 (2011)    

<진심공모전> 편에서도 첫 부분은 <진심의 시세> 편에서와 마찬가지로 타 건설회사의 

실상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다.364  그리고 이를 통해 e편한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이

364  <진심공모전> 편에서는 ‘모두들 주부 아이디어 공모전을 합니다. 그리고 상을 줍니다’라
는 내레이션과 함께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현수막은 내려지고 관객도 사라지면서, 무대에서 꽃을 
들고 서 있는 수상자들이 당황해 한다는 설정이다(0:03-0:09). 그리고 이는 주부들을 조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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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와 신화에 기대는 브랜드 프리미엄보다 고객 신뢰를 통한 지속적 선호도 추구에 

가깝다. 그리고 소비자로 하여금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것이 진정 옳다

고 생각하는지 되묻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합리적이고 이성적 마인드와 고객지향적인 신뢰의 기업정신은 에너지와 친환경 

광고에서도 단순히 관리비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문제의식을 다루고자 한

다. 그리하여 북극곰 편에서처럼 다소 비장한 어조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을 

시작합시다’라고 호소하기도 하고, <EMS> 편에서처럼 ‘아파트가 지구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환경운동가로 만들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을 바꿀 수 있을까, 에너지를 아끼는 보람을 눈으로 보여주자’라며 의식의 범위를 도

덕적,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것과 같다는 사실을 넌지시 암시한다(0:10). 

그리고 ‘e편한세상도 주부아이디어 공모전을 합니다. 그리고 반영을 합니다’라는 멘트로 타 건
설회사와 대조시킨다. 또한 목에 대림 직원임을 보여주는 사원증을 착용한 남자직원이 주부의 고
민과 해결책을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0:13, 0:15). 앵글은 그들 어깨너머로 주부
가 세심하게 작성한 디자인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 노트를 시청자도 함께 들여다보는 각도를 취한
다(0:16). 그리고 이어서 실제 반영 사례들의 나열을 통해 설득력을 얻는다(0:17, 0:20, 0:22).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진심’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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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13번지, 713-1번지 

대지면적 66, 998.1㎡

규모 총 1개 블록 21개동 (15-26층)  

공급세대 총 1,486세대

단위세대 

주택형

84.429 - 178.127 

(공급면적 기준)

입주 시기 2010년 

[표 4-58]  대림 e편한세상의 단지 개요 및 조감도

(2) 아파트단지 계획 분석 : 고양 원당 e편한세상

TV 광고에서 이미지 프리미엄보다 품질과 실용 등 실제적인 측면들을 내세우며 소비

자 신뢰도를 상승시켜나갔던 e편한세상의 경우, 특정 단지에 대한 광고보다는 차별화

된 아이템들을 활용한 팩트(fact)기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오고 있다. 따라서 다른 

브랜드에 비해 브랜드 전체 이미지를 좌우하는 특별한 랜드마크 단지가 없는 e편한세

상의 경우,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광고의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하며 건설사에서도 

추천하는 고양 원당 e편한대상을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분양 카탈로그를 축소해서 제작하는 기업 내부 방침에 따라 고양 원당 e편한세상의 카

탈로그는 다른 건설업체에 비해 최소한의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으며, 따라서 한정된 

지면에 단지 내부의 실제적 정보 외에는 입지에 대한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별

히 브랜드 이미지를 선도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없는 e편한세상 브랜드의 특성상, 분석 

단지는 일반적인 e편한세상의 단지 이미지와 큰 차별화를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메인 투시도는 다른 브랜드의 TV 광고에서 선호하는 바와 같이 야경으로 처리

되어 있으며, 인접 대지의 시설들은 모두 제외한 채 해당 단지의 위용을 과시하고자 

한다. 이는 전형적인 분양 광고의 특성에서 생활가치를 주장하는 e편한세상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365   

365  e편한세상의 진심 캠페인에서 품질을 기반으로 한 아이템들을 전략적으로 내세우는 것도 
상대적으로 재벌 모기업의 후광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과 랜드마크 단지의 부재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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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부 단지 게이트

간결한 디자인에 대리석 마감,

근린생활시설과 통일된 입면,

단지 경계를 강조하는 차별화로

다른 브랜드와 유사한 진입부 계획

관상용 소나무의 군집

관상용 소나무의 군집은

단지 진입부와 결부되어

단지의 품격을 상징하며

단지 이미지에 기여

별동의 근린생활시설

주거동의 기능과 상충되는

시설로 파악,

도로변 상업성만 확보,

주/부출입구에 2개소 배치

[표 4-59]  고양 원당 e편한세상의 단지 진입부의 정체성 구현 

[그림 4-13]  고양 원당 e편한세상의 카탈로그 이미지 

① 단지 배치 및 커뮤니티 계획

TV 광고에서 단지 게이트의 위용을 과시하는 대표적 사례는 롯데 캐슬이지만, 고양 

원당 e편한세상에서도 진입부 단지게이트와 관상용 소나무의 군집 그리고 별동의 근린

생활시설은 마치 아파트단지의 기본적인 계획 기법처럼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인접한 래미안 단지가 바로 맞은편에서 동일한 단지 진입부 구

성을 취하면서 일산 자이 위시티나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절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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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동 격자배치

주로 판상형을 중심으로

평지에 격자배치,

반복적 획일성,

내부지향적이며 폐쇄적 공간감

전체동 필로티

1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해결 및

단지 내부 관통하는

편리한 동선의 확보,

1층에 한정되어 개방감 확보에 한계

1층 로비

캐노피로 출입구 위치만 표시,

별다른 커뮤니티에 대한 고려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한

단순 대기공간

[표 4-60]  고양 원당 e편한세상의 주거동 격자배치와 전체동 필로티 

이티드 커뮤니티들이 진입부 구성을 통해 서로 경쟁하는 듯한 경관을 형성한다. 그리

고 이처럼 경계를 강조하며 가로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통해 개방적 도시공간의 맥

락과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부 배치에 있어서는 판상형과 타워형 주거동들의 일정한 조합이 하나의 단위 유닛을 

형성한 채, 수평적으로 동일 구성이 반복되며 5개의 오픈스페이스들을 에워싸고 있다. 

래미안 동천이나 일산 자이와 달리 경사지가 아닌 평지에 계획되면서 그러한 획일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경험된다. 부분적인 변화는 있지만 대부분 주거동에 의해 사면이 둘

러싸인 오픈스페이스들은 내부 지향적이며 폐쇄적인 공간감을 갖는다. 특히 감싸는 주

거동의 층수가 대부분 25층 이상의 초고층 주거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넓은 

오픈스페이스 면적에도 불구하고 안정감이나 개방감보다는 인접 주거동으로 인한 위압

감을 느끼게 한다.

          

편리함과 실용에 최대한의 가치를 두는 e편한세상의 철학에 따라, 단지 배치는 문제점

을 최소화하고 동선을 편리하게 하며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따라

서 e편한세상의 특화된 차별화 아이템인 오렌지 로비조차도 필요 없을 만큼 전체 주거

동 1층을 필로티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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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지 내부를 관통하는 편리한 동선이 확보되었으며, 단지 내 개방감에도 기여

한다. 그러나 1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혹은 동선이라는 문제 해결에는 긍정적이나, 필

로티가 1층에만 도입되어 개방감 확보가 부분적이며 기타 다른 프로그램이 삽입되지 

않은 채 단순 통로나 자전거 보관소 등 그 역할이 한정적이다. 또한 로비 부분도 캐노

피로 출입구 위치만 표시되어 있으며, 별다른 커뮤니티에 대한 고려 없이 엘리베이터

를 타기 위한 단순 대기 공간에 가깝다.  

[그림 4-14]  고양 원당 e편한세상의 부대복리시설 

또한 주거동 배치에 의해 거의 유사한 구성을 취하는 5개의 오픈스페이스들은 각각 

어린이 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도 기능한다. 그 중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오픈스페이스에는 원형의 선큰 광장이 구성

되어 있으며 단지 내부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선큰 광장 주위에 이를 둘러싸

고 부대복리시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원형의 시각적 형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도 초점 역할을 하며 단지 전체의 내부 커뮤니티 정체성에도 기여한다.   

② 주거동 및 단위세대 디자인 

고양 원당 e편한세상의 주거동 배치 역시 남향과 인동간격 확보를 기반으로 한 판상형

과 탑상형의 혼합배치를 적용하고 있다. 주거동 유형에 있어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활

용되는 판상형과 4호 조합 탑상형의 기본 유형을 적용하였으며, 단위세대 역시 관습적

인 핵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기존 평면의 테두리 내에서 남향에 면하는 베이

(bay)의 확보 등 일반적인 차별화 전략만을 채택하며 무난한 상품성 확보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동은 오픈스페이스를 에워싸며 외부 생활공간의 배경으로 기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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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외부공간의 스케일 자체는 일반적인 아파트단지에서 작지 않은 면적이지

만, 약 25층의 초고층 판상형과 탑상형의 주거동이 격자 배치로 사방을 에워쌈으로써 

그 위압적인 규모로 인한 공간감이 1층의 협소한 필로티나 입면계획을 통해서도 상쇄

되지는 않고 있다. 

    

[그림 4-15]  오픈스페이스를 에워싸는 단지 내부 위압적 주거동의 경관

입면은 기본적으로 차분한 회색계열의 색상을 기반으로 하며 콘크리트라는 재료의 물

성자체의 거부나 은폐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다. 특히 창호 역시 난간 높이 이상에

서 시작되는 협소한 창들이 많이 사용되면서 유리보다 콘크리트 벽면의 면적이 상대적

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발코니 전면창 역시 베이(bay) 단위로 분절시켜 배치함으로써 

기본적인 아파트의 구조가 외부에서도 인지되는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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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동 벽면의 강조

난간 높이 이상에서 시작되는

협소한 개구부 계획,

콘크리트 벽면의 상대적 강조

발코니 전면창도 베이 단위로 분절

수평 적층의 강조

슬라브 부분을 강조하는 수평 띠 등

수평 줄눈의 강조 및 과다한 분절,

오렌지 색상의 부분적 도입으로

브랜드 정체성 및 주거동 활력 보완

주거 옥탑부 및 저층부

저층부 대리석 마감과

옥탑부 장식적 디자인에서

사회적 차별화를 추구하는

다른 브랜드 아파트 입면 계획과 유사

[표 4-61]  고양 원당 e편한세상의 입면 계획 

   

또한 브랜드의 상징인 오렌지 색상을 부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단지 전체에 활력을 주

고 있으나, 슬라브 부분을 강조하는 흰색의 수평 띠와 벽면의 수평 줄눈이 반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동일한 구조가 획일적으로 적층되는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발코니 

창호 바깥쪽으로 부가된 촘촘한 세로방향의 흰색 난간살은 유리 벽면을 더욱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끊임없는 분절이 반복되는 느낌을 강조하면서 전체 입면의 

스케일을 오히려 더욱 거대하게 느껴지게 한다.       

또한 저층부에 사용된 대리석 역시 색상은 난색 계열이나 그 차갑고 반사적인 질감으

로 인해 저층부의 인간적인 활력에 기여하는 부분은 미미하다. ‘기능은 없고 장식적

인 의미만을 중요시하는 디자인은 지양’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층부 재

료 사용과 주거 옥탑부 디자인 등에서 사회적 차별화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브랜드 아

파트 입면계획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중후한 색상과 더불어 오렌지 계열의 

색상을 추가함으로써 그 브랜드 정체성을 원거리에서도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

다.

③ 조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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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차없는 보행환경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유모차 등의

불편없는 보행 가능하도록 단차 제거,

단조로운 공간감

폭이 넓고 인공적인 보도

폭이 넓고 차도와 같이

차갑고 인공적인 속성을 갖는

단지내 주요 보도는

동선의 역할에만 충실

단지 경계 산책로

단지 경계 주변에 조성된

1.2km의 산책로는

도시적 맥락을

더욱 단절시키는 효과

[표 4-62]  고양 원당 e편한세상의 보행 환경

고양 원당 e편한세상의 조경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 중 하나는 단차 없는 보행로이

다. 일명 씽크유(Think-U) 디자인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섬세한 배려로 인해 단지 

전체는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들도 비교적 불편 없이 보행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길의 폭이나 바닥면의 색상 등에서 차도가 보행자 도로처럼 보

이기보다 오히려 보도도 차도와 같은 차갑고 인공적인 속성을 갖는다. 

또한 래미안 동천에서는 조경이 적극적으로 보행자 레벨의 공간감을 형성해주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일산 자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경과 보도가 이원화된 채 조성됨으로

써 조경은 단지 내 보행자 레벨의 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보다 적당한 위치에 

추가된 개별적 요소의 삽입에 가깝다. 이는 비단 보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단지 외부 

공간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단지 경계주변에 조성된 1.2km의 산책로 역

시 단지 외곽을 따라 별개의 요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단지 경계 부분에 조성된 

단지 내 도로와 함께 도시적 맥락과 더욱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일산 자이에서처럼 실제 현실과 괴리된 욕망하는 공간들의 삽입으로 인한 절충

과 충돌이 극대화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비록 고양 원당 e편

한세상의 경우엔 나타나지는 않지만 다른 e편한세상의 단지에서는 발견되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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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TV 광고의 아이템 중 하나였던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어린이놀이터를

주민운동시설과 함께 중앙에 배치

단지조형작품의 강한 상징성

단지 조경공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예술적이면서도 친근한 조형작품,

장소의 공간감과

단지의 정체성 부각

갤러리 같은 단지환경

단조로운 단지 환경을

예술작품으로 극복하면서,

무미건조한 격자배치 주거동은

미술관의 전시벽과 같은 기능

[표 4-63]  고양 원당 e편한세상의 외부공간과 단지조형작품

아, 일반적인 브랜드 아파트들의 차별화 전략은 상당부분 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공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e편한세상은 5개의 오픈스페이스가 일렬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데, 중앙의 선큰가든과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 오픈스페이스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놀

이터와 주민운동시설로 조성되어 있다. 특히 파라솔과 같은 조경시설물을 적극 도입함

으로써 일산 자이에서보다는 소극적이지만 정연하게 배치된 조경과 더불어 여가와 휴

식의 공간을 조성한다. 하지만 획일적이고 인공적인 느낌의 거대한 주거동들이 배경을 

형성함으로써 그러한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고양 원당 e편한세상이 다른 브랜드와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은 단지조형작품에서 

드러난다. 물론 래미안 동천이나 일산 자이에서도 조형작품을 활용하고 있지만, e편한

세상에서는 오히려 조경보다도 예술적 조형물들이 더욱 부각되며 단지 분위기를 좌우

하고 있다. 특히 생활가치를 주장하는 e편한세상에서 예술적 조형물들은 계급적 위계

를 저변에 상정한 품격 있는 취향을 기반으로 하기보다, 누구나 편안하게 감상하고 즐

길 수 있는 친근한 조형물들이다. 

특히 이러한 조형물들은 이미 완성된 공간 안에 개별적으로 삽입된 것이 아니라,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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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그것이 놓여지는 맥락을 고려하면서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단지 중앙 선큰광장의 조형물에서 보여지듯이, 단순한 감상의 차원에 머물기보

다 실제로 만지고 느끼며 체험 가능한 미술품이자 나아가 장소의 공간감을 부각시키며 

단지 전체의 상징적 정체성을 구현하고 있다. 이 때 대부분의 조형작품에서 원색과 보

색 등 생동감 있는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주변의 콘크리트 주거동은 조형작품을 에워

싸며 마치 미술관의 전시벽과 같은 기능을 한다.     

 

(3) 대림 e편한세상의 주거 상품화

e편한세상의 TV 광고는 재벌 모기업의 위상에 의존하는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

엄 전략을 비판하며 광고이자 광고비평으로서 실체에 기반한 합리적 가치에 주목할 것

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품질과 실용의 상징으로서 가장 편안한 주거생활 문화를 추구

하는 실체에 기반한 프리미엄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러한 질적 프리미엄에 기반한 교

환가치만이 진정한 시세로 인정받아야 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광고는 e편한세상의 아파트단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아이템들을 대상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소비자를 설득하는 구조를 취한다. 또한 거주

자의 삶도 행복이라는 환상의 이미지를 설정하는 대신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익명적 

거주자로 제시함으로서 특정한 삶의 방식을 이상적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수요자의 욕망에 있어서도 편안함과 실용이라는 사용과 거주를 전제한 가치들의 실제

적 만족을 목표로 하며, 합리적 소비자라면 누구나 공감 가능한 가치들을 추구한다. 

따라서 고객 지향적이며 신뢰할만한 전문가로서의 건설회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소

비자와 친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 의식은 도덕적이며 사회적인 책임과 윤리로 전지구적 차원까지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정작 실제적인 이웃과 지역 공동체 등의 커뮤니티는 강조

하지 않는다. 또한 진실과 실체를 제시해야 하는 브랜드 전략상 물량주의와 표준설계

에 의한 주거생산방식도 은폐하지 않고 드러내기 위해 고심한다. 따라서 실제 단지와 

일상생활공간을 배경으로 촬영하되, 아파트단지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간

대와 디테일 등을 고려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실제 아파트단지 계획인 고양 원당 e편한세상을 살펴보면 래미안 동천 이스트팰리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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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자이 위시티 그리고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성을 위한 고층

고밀화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기존 주거배치 공식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차별화를 

위한 전략들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에 등장하는 다른 브랜드의 단지에서와 같

이 초대규모로 구성되며 전략적으로 자본을 투입한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된 것은 아니

며 브랜드의 보편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다.   

따라서 e편한세상의 경우 특정 실체에 한정된 이미지로 해당 브랜드 전체 이미지를 견

인하기보다, 단지 간의 구성이나 품질에 있어서 비교적 차이가 없이 평등하게 조성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TV 광고에서 분석한 것처럼 실제 사용을 전제한 가치들

을 주장하는 e편한세상의 브랜드 특성상, 그 차별화 전략이 가시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품질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가장 편안한 주거생활 문화를 구현

하는 것'을 브랜드 비전으로 삼고 있는 e편한세상 브랜드 개념에 기인하기도 한다. 

즉 e편한세상의 경우 분양시 소비주체를 향한 카탈로그 지면이 상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이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풍부하게 배치된 단지 내 휠체어 경사

로’, ‘출입구까지의 안전하고 빠른 안내를 도와주는 지하주차장 유도 표시’, ‘주

민공동시설의 복도와 화장실에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핸드 레일 설치’ 등과 같은 

상당히 미시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브랜드 명칭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편안한 주거생활 문화’의 실현을 그 브

랜드 철학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계획의 최대 목적은 불편함의 제거에 협

소하게 안착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평면 및 자재, 주거편의기술, A/S, 입

주고객만족 서비스 등에 집중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거문화 전반을 아우르려는 것으

로 보인다. 

“아파트 단지 주 출입구에서 각 동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동하는 보행로에도 

턱이나 단차가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 덕분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거나 

유모차 밀고 가다 바퀴가 턱에 걸려 애먹는 일이 없다. 단차나 턱이 없는 수

평 보행로는 최대 폭이 3ｍ에 달할 정도로 넓어 휠체어 두 대가 교차할 수 

있다. 아파트 1층 전체가 필로티로 조성돼 아파트 출입구까지 계단이나 장애

인 램프를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진출입할 수 있어 역시 보행이 자유롭지 않

아 휠체어 등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흔적이 엿보인다. 살기 좋은 

아파트 대통령상을 거머쥔 고양 원당 e편한세상은 국내 아파트 가운데 처음

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을 받은 아파트이기도 하다. (...) 148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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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단지인 `고양 원당 e편한세상`에는 주출입구와 동 측면 등 4곳에 20.8㎾

급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풍력발전시스템을 갖춰 전기를 연간 2만6800㎾ 자

체 생산할 수 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지하주차장 형광등 730개를 밝힐 

수 있는 용량으로 이를 통해 연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1ｔ을 줄일 수 있

다. 공용부에는 빗물 저장조를 설치해 빗물을 모아 조경용수로 사용하고 있

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에너지 놀이터`도 설치했다.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주

차공간 폭을 기존 아파트보다 10㎝ 넓은 2.4ｍ 광폭 주차장으로 설계했다. 

역시 주차에 서툰 여성 입주자를 위한 섬세한 배려다. 또 지하주차장에는 모

든 주동 로비로 연결되는 보행 안전존과 지하 주차장 유도표시를 설치했

다.” 366 

e편한세상이 주장하는 이러한 생활가치들은 분명 주거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며, 실제 아파트단지는 광고에서 제시한 아이템

들을 성실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 및 효율 등의 기술적 차원에 치

중하게 되면, 일상생활 자체의 의미를 마치 산업시대의 합리성이나 효율성과 같이 협

소하게 설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만 친근하고 무미건조한 단지 내 환경을 극복하는 요소로 일상적으로 접하는 예술작

품을 공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점차적으로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라이

프스타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갤러리와도 같은 주거공간을 원하는 수요자 욕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단지 배치의 획일성 및 폐쇄성과 위압적 

특성 등의 한계에 대해서는 다른 브랜드 단지보다도 극복 노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이 

또한 아파트단지의 무미건조함을 가리기 위한 은폐의 기술에 불과하다고 파악되어질 

수 있다.

366  “[살기좋은 아파트] 대통령상 / 대림산업 `고양 원당 e편한세상`”,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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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급]

근대적
대량생산
주거유형

[소비/수요]

생활
가치에
기반한

브랜드
실체

프리미엄

광고에서
제시한 소재
성실한 반영

브랜드 보편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

- 보편적 실체에 대한
이미지의 보편적 확산
(단지 간의 품질에
있어서 비교적 평등)

- 신뢰 가능한 이미지

주거생산방식
/ 주거공간특성

드러냄

단지 배치 및
커뮤니티 계획

아파트단지 계획 분석

주거동 및
단위세대 계획

조경계획

• 판상형과
탑상형 혼합,

남향과 인동간격
고려한

관습적 배치
(사업성 위한
밀도 확보,

대량 판매를 위한
균등한 배치조건)

기존 아파트단지 배치 공식
근본적 유지

주거생산방식
/ 주거공간특성 보완

(획일성, 위압적 속성 등
극복 노력 미약)

예술적 조형작품으로 단조로움 극복

- 광고에서는 기존 경쟁의 틀에 도전,
그러나 실제 단지 계획은
기존의 관습적 계획관행 철저히 유지

- 예술작품은 현대적 라이프스타일 반영이자
무미건조함을 가리기 위한 은폐의 기법이기도 함

• 대부분
고층고밀의

주거동
(접지성 결여,

주거동의
익명성 유지)

• 핵가족 기반의
단위세대
(무난한

상품성 확보)

조경 및 부대복리시설의 특화 /
기능과 효율의 범위 확장 및 수준 향상으로 보완

• 균질한
반복 적층 강조

(유리보다 벽면 강조,
요소의 분절과 반복)

• 보도의
거대한 스케일

(차갑고 인공적 속성,
조경과 이원화)• 거의 동일한

배치상의 단위 유닛
직선상에 반복 배열
(평지에 격자배치,
내부지향적이고

획일적)

• 단차 없는 보도

국내 조형물
작가 영입

(단지조형작품)

- 예술적
조형작품에의한
단지분위기조성

-단지설계단계
부터참여

- 맥락고려한
배치

• 단지 경계 주변
1.2km의 산책

•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의

인접 배치
(이벤트/활력,
범죄예방설계)

• 전체동 1층
필로티 설계

(편리한 동선 연계,
보행 레벨의

부분적 개방감)

• 부대복리시설
중앙배치

(단지 중앙의
오픈스페이스에

위치,
원형의 선큰 광장

주위에 구성 /
단지 내부

구심점 역할)

• 입면 색상 차별화
(브랜드 정체성 확보,

친근하고
활력있는 색상)

TV 광고 메시지 분석

실제 아파트 단지 등장

주요 일상생활공간 등장

- 광고 소재인 아이템
설명 위한 배경으로
일상 생활공간 등장

- 실제 단지 배경으로
낮시간대 촬영
(시간대, 디테일 등
고려하여 시각적 한계
극복 노력)

일상적 시선

- 밤에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등의
일상적 시선

광고이자 광고 비평
- 다른 아파트 브랜드

광고의 노골적 비판
- 허구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사고하도록 촉구

생산/소비주체 설정
- 사회적 의식 겸비한

윤리적 기업과
개념있는 합리적 시민

- 소비자를 배려
(경청과 반영 및 실천)

문제 파악과 해결책 제시
- 문제점의 이유/근거,

극복과 개선 제시
- 일반적, 보편적으로

공감 가능한 차원
- 사용을 전제

거주자의 꾸밈없는 일상

- 행복 이미지 설정 대신
평범한 일상의 모습

- 익명적 거주자 제시,
다양한 가능성 수용

브랜드아파트
광고전반에영향

- 이미지위주의
광고에서
실체에기반한
광고로전환

[표 4-64]  대림 e편한세상의 주거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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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결 : 국내 도시주거 상품화와 일상

국내 도시주거는 산업사회와 소비사회의 메커니즘이 동시적으로 중첩되면서 생산과 소

비의 영역이 이원화된 채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상품화 경쟁이 가

속화되면서 아파트 브랜드화에 진입하게 된다. 그에 따라 브랜드 간 경쟁이 심해질수

록 일방적인 기업의 논리를 강요하기보다 자본의 논리와 더불어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이라는 이중성을 전제한 채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소비를 조작해나가게 된

다. 

이러한 브랜드의 이중성은 기존의 이원화된 생산과 소비의 영역을 중재하며, 상품화를 

진전시킴과 동시에 상품화로 야기되는 모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즉 이제 기업들은 브랜드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요자의 요구사항과 일

상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소비자의 현재의 요구는 물론 미래의 잠재적 요구까지 선점하

여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에 이른다. 그러나 빈약한 주거복지와 경쟁적인 주거유형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의 상품화에서는 브랜드의 이중성도 적극

적인 거주자의 일상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의 반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며 오히

려 또 다른 일상의 소외로 귀결되고 있었다. 

즉 래미안, 자이, 롯데 캐슬과 같이 대다수의 아파트 브랜드는 수요자와 그들의 일상

적 삶의 요구를 무엇보다 사회적 계층화에 기반한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 구축을 통

해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들 브랜드의 사회적 구별짓기와 차이의 욕구에 대한 자극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가 거주의 개념보다는 투자나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성장

해 온 궤도 선상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교환가치와 결부된 부와 신분의 상

징이라는 기호가치는 광고를 통해 사회적 의미 체계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현

실화된다.

또한 이들 브랜드는 라이프스타일이나 공동체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 등도 역시 만족시

키고자 하나, 거주자의 개별적인 개성이나 실제적인 커뮤니티에 대한 고려에서 출발하

였다기보다는 모든 것이 사회적 계층화라는 메커니즘 안에서 미화되는 경향이 있었으

며 가족의 행복 역시 이상적인 이미지이자 환상으로서 제시되고 있었다.  



263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적 서열화의 의미 체계와 장황한 물리적 포장의 노력이 부여된 

주거유형이 사실은 대량생산을 위한 가장 표준적이고 획일적인 따라서 가장 저렴한 물

량주의 주거유형이라는 데에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한다. 그리고 광고는 이러한 근대적 

주거생산방식을 은폐하기 위해 실체보다 브랜드 이미지가 함축된 로고를 더욱 부각시

키거나 아파트에 부재하는 이미지를 아파트 실체의 이미지로 치환시키는 등 수많은 조

작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  

그리고 실제 아파트단지에서는 사업성을 위해 최소 층고와 고층고밀이라는 경제적 생

산방식과 계획의 용이성을 전제한 기존의 아파트단지 배치 공식은 근본적으로 유지한 

채, 조경과 부대복리시설의 특화를 통해 그 획일성과 일반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즉 

저렴한 대량생산의 표준적 주거유형이 광고의 이미지처럼 차별화된 고급 주택으로 거

듭나기 위해서는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의 고급화를 통해 광고의 이미지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단지환경은 기존의 고급 단독주택에서도 구현하기 어려운 속성으로, 브랜드 아

파트를 구매한다는 것은 비단 단위세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공유시설의 특화에 기인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외부공간은 거주자와 외부인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더욱 

환상적으로 계획되는 반면, 접지성의 결여와 개성 없는 단위세대 공간조직의 무료함은 

상대적으로 은폐된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 주거유형에 내재된 위압적이고 배타적인 특

성, 주변의 경관을 지배하는 규모의 거대함은 사회적 계층화를 위해 오히려 랜드마크

와 고급 단지라는 마케팅 요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단조롭고 경직된 공간조직은 거주자의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을 담

아내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사회적 소통의 관계를 차단한다. 따라서 

근대적 생산방식의 단일한 주거유형으로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속

성과 다차원적인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브랜드 아파트라

는 도시주거에서는 ‘일상이 축소’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생산과 공급의 영역에서 근

대의 물리적 주거유형을 현대의 보편적 도시주거 유형으로 지속시킴으로서 변화된 다

양한 삶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이러한 근대의 획일적 대량생산방식의 주거유형을 사회적 계층화와 현대의 다양

한 요구를 반영하는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데서는 ‘일상의 왜곡’이 존재한다. 이

러한 특성은 우리나라 도시주거의 상품화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근대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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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식과 현대적 소비성향의 접점에서 드러나는 일상의 축소와 왜곡 현상으로 귀결되

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표준화된 대량생산 상품으로서의 주거를 판매하기 위한 나름의 대량소비

방식을 고안해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물리적 주거유형의 한계를 내재한 채, 그 

안에 담길 빈곤한 일상적 삶을 가리기 위해 일상을 왜곡하는 여러 허구적 장치들이 필

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상의 왜곡 현상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TV 광고에서 기존 경쟁 규칙의 

틀을 깨고 품질과 실용이라는 주거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e편한세상의 시도

는 기존의 이미지 광고 패러다임을 실체에 기반한 가치로 전환시킨 점에서 상당한 시

사점을 갖는다. 즉 래미안과 자이 그리고 롯데 캐슬의 광고는 이미지의 구축이 우선되

고 실체의 경우에도 가공을 거쳐 극히 일부에 한정된 이미지를 브랜드 전체 이미지로 

교묘하게 확장시키고자 하며, 이처럼 이상화된 이미지를 이후 실체에 반영하고자 하는 

다소 불확실한 의도에 기반한다. 반면 e편한세상의 경우에는 보편으로 적용되는 실체

가 우선 존재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다.  

그러나 광고에서 드러나는 현 브랜드 아파트의 일상의 왜곡 현상에 대한 e편한세상의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비판은, 실제 단지계획의 일상의 축소 현상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기존 아파트단지의 물리적 공간특성은 다른 브랜드보다도 더

욱 철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e편한세상이 수요자가 욕망하는 ‘기능적 요구사항들’의 ‘합리적 가치’를 제

시하며 이성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주거의 본질적 의미를 ‘편안함, 쉼, 휴식’ 등으

로 제한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불편함을 제거하며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관

심을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산업사회의 기능과 효율의 범위를 현대

적 수준으로 확장시키고 수준을 향상시키기는 데에는 기여를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대

량생산 주거유형이 추구했던 기계적 주거의 맥락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일상의 

왜곡 현상에서는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다시 일상의 축소로의 회귀를 추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e편한세상의 실체에 기반한 광고는 이후 다른 광고들에도 영향을 미치며 기존

의 허위과장과 이미지 광고 위주의 브랜드 아파트 시장에 새로운 의식을 불어넣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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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되었다. 즉 광고를 통해 소비자 역시 일상의 왜곡 현상에 대한 폐해를 적극적으

로 인지하게 됨으로써, 다른 브랜드 아파트에서도 기존처럼 실체와 완전히 무관한 이

미지를 제시하기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득의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실체에 기반한 이미지를 

사용하되, 정교한 가공을 통해 이를 보편적 이미지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발견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광고를 통한 이미지는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주거 상품화 흐름에서는 결국 잠재적 계획의 차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실체 역시 그 실제적 경험을 통해 그리고 광고를 통해 보

편적으로 확산되는 이미지로서 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근대건축의 전파과정에

서 실체와 이미지가 상호의존하며 근대적 이념을 확산시켰듯이, 도시주거 상품화 과정 

속에서도 실체와 이미지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수요자의 ‘주거의식’을 형성하고 

이는 미래 도시주거의 실제적인 변화와도 관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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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도시주거가 아파트단지라는 단일 유형으로 확산되어 나타나는 원인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상의 소외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출발하였

다. 이를 위해 도시주거의 상품화라는 관점에서 아파트의 생산과 소비를 바라봄으로써  

한국적 도시주거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도시주거 상품화가 진전

되면서 등장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르페브르를 비롯한 기존 인문사회학 분야의 일상에 대한 담론은 

도시주거와 일상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주었다. 특히 일상은 사회구조

와의 관계를 전제하여야 이해되어질 수 있음에 주목하고 공간 역시 본질적으로 사회적

인 산물로서 그러한 구조적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회구조적인 차원을 

전제한 일상과 도시주거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국내 도시주거가 생산과 

소비의 이념적 근거로 삼고 있는 산업 자본주의와 서구적 합리성에 의한 대량생산 시

스템 그리고 소비 자본주의와 소비문화 및 광고 이데올로기는 사회구조적 전제로서 아

파트 단지의 확산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아파트라는 도시주거 유형을 자본주의라는 사회구조와의 관계를 통

하여 바라봄으로써, 본 연구는 국내의 아파트 확산 현상을 급속한 경제성장, 짧은 시

기 고도의 경제성장 등으로 흔히 일컬어지는 ‘압축적 경제성장’의 결과로 파악하였

다. ‘압축적’이라는 의미는 근대 산업 자본주의와 현대 소비 자본주의가 서구에서와 

달리 국내에서는 다소 시간적 차이는 있으나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데에 그 

핵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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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내 도시주거는 한국 사회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근대화와 압축성장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영역이 이원화된 채 산업사회와 소

비사회의 메커니즘이 동시적으로 중첩됨으로써 그 보편적 확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와 더불어 한국적 특수한 기업형태인 재벌 그리고 대규모 건설업체는 고도의 

관료제로서 일상의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그 결과 자본주의 논리는 비판의 과정을 거

치지 않은 채 주거유형까지 과도하게 전파된 측면이 있고, 생산과 소비에 내재된 논리

는 일상의 소외 역시 이중적으로 가속화시킨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전제 하에서 도시주거 상품화가 진전되면서 아파트는 브랜드화 단

계로 접어들게 된다. 브랜드는 광고를 중심으로 수요자를 향한 설득과 유혹의 기술로 

소비를 조작하고자 하지만, 브랜드 간 경쟁이 심해질수록 일방적인 기업의 논리를 강

요하기보다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고려가 중요해진다. 즉 브랜드는 비용절감과 이

윤추구라는 자본의 논리와 더불어 수요자 요구의 반영이라는 이중성을 전제로 한 채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소비를 조작해나가는데, 이러한 이중성에 근거하여 아파트 브랜

드는 그 차별화 전략을 구축하며 생산과 소비의 이원화된 시스템을 중재해 나간다.

따라서 국내 브랜드 아파트를 그 차별화 전략에 따라 분석해보면 래미안, 자이, 롯데 

캐슬은 수요자의 요구를 무엇보다 사회적 계층화에 기반한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 구

축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들 브랜드의 사회적 구별짓기와 차이의 욕구에 대한 

자극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가 거주의 개념보다는 투자나 자산증식의 수단으

로 성장해 온 궤도 선상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서열화의 의미 체계

와 장황한 물리적 포장의 노력이 부여된 주거유형이 사실은 대량생산을 위한 가장 표

준적이고 획일적인 따라서 가장 저렴한 물량주의 주거유형이라는 데에 근본적인 모순

이 존재하며, 광고는 이러한 근대적 생산방식을 은폐하기 위한 수많은 조작의 메커니

즘을 작동시킴과 동시에 실제 단지에서는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의 고급화를 통해 광고

의 이미지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단조롭고 경직된 주거공간은 거주자의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을 담

아내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사회적 소통의 관계를 차단한다. 그 결

과 브랜드 아파트라는 도시주거에서 일상은 축소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생산과 공급의 

영역에서 근대의 표준화된 대량생산 주거유형을 현대의 보편적 도시주거 유형으로 지

속시킴으로써 변화된 삶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반

면 이러한 근대의 획일적 대량생산방식의 주거유형이 사회적 계층화와 현대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소비조작 방식에서는 일상의 왜곡이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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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특성은 국내 도시주거의 상품화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근대적 

생산방식과 현대적 소비성향의 접점에서 드러나는 일상의 축소와 왜곡 현상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반면 e편한세상은 브랜드 아파트의 일상의 왜곡 현상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며, 기능적 

요구사항을 비롯한 합리적 가치들에 주목한다. 따라서 이미지보다는 실체에 기반한 브

랜드 차별화 전략을 펼치며 교환가치나 기호가치보다 사용가치를 우선한다. 그러나 주

거의 본질적 의미를 편안함, 쉼, 휴식 등으로 제한하고, 광고에서의 노골적이고 직설

적인 비판이 실제 단지계획의 일상의 축소현상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기존 아파트단지의 단조로운 공간특성은 다른 브랜드보다도 더욱 철저히 유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상의 왜곡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을 다시 일상의 

축소에서 찾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이 빈약한 주거복지와 경쟁적인 주거유형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의 상품화에서는 브랜드의 이중성도 적극적인 거주자의 일상과 라이프스타일

에 대한 관심의 반영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채 오히려 또 다른 일상의 소외로 귀결되고 

있었다. 그러나 실체에 기반한 이미지만이 의미가 있음을 제시했던 e편한세상의 광고

는 소비자의 주거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주거 상품화 흐름에서는 결국 향후 도시주거의 잠재적 계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근대건축의 전파과정에서 실체와 이미지가 상호의존하며 근대적 이

념을 확산시켰듯이, 도시주거 상품화 과정 속에서도 실체와 이미지는 상호 영향을 주

고받으며 수요자의 주거의식을 형성하고 이는 미래 도시주거와 일상의 실제적인 변화

와도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 도시주거와 사회구조적 차원의 관계에 기반한 일상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개별적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그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도시주거 상품화에 따른 일상의 소외를 기반

으로, 현대의 변화된 일상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이해로 논의로 진전시켜 나아가야 

하며, 이를 담아내는 주거유형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아

파트와 경쟁할 대안적인 주거유형이 등장하여 광고와 미디어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에

서 실제로 경험가능한 실체로서 빈번히 접촉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주거의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며 주거에 대한 바람직한 욕망은 실제적인 주거계획의 

변화로도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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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the apartment complex has become widespread as the most 

popular type of urban housing in the last few decades, especially for 

middle- and higher-income classes. Recently, a more idiosyncratic pattern 

of apartment complex distribution has emerged in this country through 

so-called brand apartments, such as Raemian by Samsung and Xi by GS 

Group (formerly LG Group). Consequently, an apartment’s brand has 

become one of the major factors for determining the apartment’s market 

value and the socioeconomic position of its residents. It clearly reflects the 

intensifying commodification of urban housing in Korea.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plores the apartment complex as the most 

popular type of urban housing in modern Korea, and how it causes the 

alienation of everyday life. To achieve this, special circumstances with 



ii

Korean urban housing were considered from a commodification perspective 

by analyzing production and consumption levels. The brand apartment, 

which is an emerging urban housing commodity, was selected as the main 

object of study. 

 

This research incorporates the theories on everyday life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which provided key points for comprehe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veryday life and urban housing. In particular, everyday life is 

related to social structure and space is inherently a social product. Thus, 

everyday life and urban housing are discussed relative to social structure in 

this study. 

The ideological basis behind Korean urban housing is not only based on 

industrial capitalism, the western ideas of rationality, and mass production; 

but it is also based on consumer capitalism, consumption culture, and 

advertising ideology. They are all social premises that drove the spread of 

apartment complexes in Korea. 

 

At the level of production, Korean apartment complexes have adopted mass 

production based on Fordism and modern architecture traditions. With the 

universal and abstract concept of user, apartment production methods 

feature physical superiority and a standardized design to achieve economic 

efficiency. The chief aim of housing design is familial and individual 

privacy, and rational values such as function and efficiency while spatial 

composition is self-contained and function-centric, and focuses on spatial 

division and functional differentiation. Furthermore, social relations and 

communication are neglected due to introverted spatial characteristics and 

convenience become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residential values that 

justified these features.

 

At the level of consumption, apartment complexes spread not as an 

instrument for social welfare but as commodities for middle-class 

consumers rather than for low-income class and that is why apartment 

complexes are regarded as a relatively luxurious housing typ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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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se circumstances, apartments are sold using pre-construction 

sales and model houses, and are commercialized using exaggerated 

advertisements and displays. And the main aim of housing consumption is 

to increase personal assets and to obtain a status symbol. In the essentially 

monotonous and standardized apartment space, however, the lives of 

residents are stylized and the conspicuous competition for distinction among 

residents results in cultural equalization based on the uniform physical 

environments. 

 

Korean apartments spread because of the simultaneous overlap between 

these two mechanisms of industrial and consumer society due to rapid 

modernization and compressed economic growth without carefully 

considering social values. The government, the Chaebol, and large 

construction firms enable easy bureaucratic control of consumption and 

everyday life. During this process, the logic of capitalism pervaded the 

housing market without social criticism or restriction and accelerated the 

alienation of everyday life. 

 

Meanwhile, the commodification of urban housing is progressing towards 

brand apartments. Brands want to control consumption using persuasion 

and seduction, but intensified competition among different brands leads 

corporations to respond to consumer needs, instead of unilaterally imposing 

their will on the consumer. Thus, brands try to control consumption 

delicately by balancing corporation and consumer interests. As a result, 

apartment brands mediate the dual-system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by establishing their own strategies of differentiating.

The analysis of the brand strategies shows that Raemian, Xi, and Lotte 

Castle intend to meet consumer needs by building the premium image that 

differentiates themselves from others based on social stratification. That is, 

their brand strategies are converged to the stimulation of the desire for 

social distinction and differentiation. It reflects the social recognition of the 

apartments as the objective of investment and the tool of asset increase in 

Korea while the concept of the residence for dwelling has been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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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ed. Herein, the fundamental contradiction is identified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rtment as the homogeneous, economical and 

standardized product of mass production and the individual desire to be 

differentiated from others which is a prevalent phenomenon in the 

consumer society. Branding and advertisement have devoted to cover up the 

most standardized, uniform and inexpensive mass production system of the 

housing type while planning and design have played to balance with the 

brand premium image of advertisements by gentrifying the landscaping and 

community facilities. 

Although the apartment complexes have provided the residents with 

conveniences within a family's living space, the simplified and standardized 

planning and design of the apartment has failed to reflect the 

contemporary needs of everyday life.  As a result, the residents may only 

enjoy their apartment’s brand image and economic value as housing 

consumers. This has been the dominant pattern of apartment complex 

developments in Korea until now. However, inherently monotonous and 

rigid housing design has limited to accommodate diverse spectrum of 

residents’everyday life and lifestyle and further disturbed social interaction 

and as a result, the boundary of everyday life is reduced. At the same 

time, there exists the distortion of everyday life in the way of consumption 

control of selling these apartment complexes as commodities satisfying 

social stratification and contemporary diverse consumer needs. 

On the contrary, e PyunhanSesang emphasizes the harmful effect of this 

distortion and concentrates on functional needs and rational values based 

on substance and use value instead of image and sign value. But keeping 

conventional site planning firmly, e PyunhanSesang avoids criticism about 

reduced boundary of everyday life in housing planning. This means e 

PyunhanSesang seeks solutions to overcome the distortion of everyday life 

from reducing the boundary of everyday life which also results in the 

alienation. Overall, while the pattern of mass production has continued to 

dominant modern urban housing in Korea with poor housing welfare and 

the absence of competitive alternative, brand strategies of differenti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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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the alienation of everyday by more delicate consumption control.

Keywords : Urban Housing, Commodification, Brand Apartment, 

            Everyday Life, Social Structure, Production, Consumption, 

            Media, Image, 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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